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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약  7

□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제조업의 서비스화’ 혹은 ‘제조-서비스 융합’은 제조업 고도화 및 전 

주기 혁신의 필수 원천으로 대두

-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주요국에 비해 더디게 증가 중

- 제조-서비스 융합은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생산과정에서 고부

가 서비스 중간재를 투입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혁신의 필수 원천으로 대두

○ 정책적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화 추진기업에 대한 원활

한 정책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제조-서비스 융합은 “신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년 5월)” 및 “제조

업 르네상스(2019년 9월)”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나 제조업 서비스화

에 대한 기초 현황 파악 및 추진 성과 분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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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제조-서비스 융합의 추진 주체인 기업 단위의 서비스화 분석 

결여로 실효적 정책개발 및 지원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실정

○ 본 연구는 국내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추진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제조-서비스 융합과 생산성 혁신에 미친 영향을 추정 

- 최근의 제조업 서비스화 추세 변화를 반영하고 서비스화 정량화에 기

반이 되는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식별 방법론 제시

- 국내 서비스화 추진기업의 규모별ㆍ업종별ㆍ유형별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제조-서비스 융합이 생산성 혁신에 미친 인과 효과(Causal 

effect)를 추정 

○ 제조-서비스 융합 산업계 확산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과제 제시  

-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추진 현황과 생산성 혁신 영향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정책 시사점 도출

- 인력양성, R&D 강화, 규제개혁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 제시  

□ 분석 결과

○ 최근 제조-서비스 융합은 디지털 서비스화로의 진화, 서비스화를 통

한 가치사슬 고도화 등 새로운 변화 양상을 보이는 중  

- 제품과 서비스 간의 단순 융합이 아니라 AI, IoT, Cloud 등 4차산업혁

명 기술과 결합하여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 적시 제공이 가능토록 한 

한 단계 고도화된 디지털 서비스화로 진화 

- 또한 중간재 및 내부 생산활동에 고부가 서비스 투입을 늘려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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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을 고도화하는 전략으로의 활용 증대

○ 「전국사업체조사」와 「기업활동조사」 연계 자료를 활용해 국내 제조-

서비스 융합기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

-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규모의 국내 제조기업 21.9%(2019년 기준)가 

서비스화 추진 중인 것으로 추정

- 화학, 전자,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서 제조-서비스 융합 활동이 활발

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은 일반 제조사에 비해 고용, 수출, 부가가치, 

특허권 수, 자본집약도 및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우월한 성과 시현 

○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 효과에 긍정적 영향 

- 본 연구는 서비스화가 생산성 증진에 미치는 인과 효과 추정을 위해 

‘이중차분법 및 역확률가중치 결합모형’을 적용

- 실증모형 추정 결과 기업의 서비스화 추진이 생산성 증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화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단순한 인력감축에 의한 것이 아니

라 고용과 부가가치 모두를 상승시켜 발생하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제조 혁신 효과로 평가

□ 정책 시사점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 확산을 위한 정

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

- 제조업 서비스화의 생산성 혁신 효과가 명확히 규명된 만큼 추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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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될 필요

- 서비스화를 통한 기업의 제조혁신 수요를 정례적으로 파악해 추진기

업에 대한 맞춤형(Targeting) R&D 및 인력양성 지원이 강화될 필요

- 제조업 서비스화를 DㆍNㆍA(DataㆍNetworkㆍAI) 정책, 사업재편 정

책 등 기존 산업 정책과 연계 추진하여 업계 확산 및 시너지 효과 극

대화

- 제조-서비스 융합 신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기업의 서비스화 추

진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개선하여 제조업 서비스화 추진 동력 확보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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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

고 있고 주요국에 비해서도 더디게 증가하면서 제조혁신의 필요성 

제기

<그림 1-1> 생산성 증가율 추이 <표 1-1> 제조업 생산성 국가 간 비교

단위: %

국가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2013~2018)

중국 7.3

일본 3.3

독일 2.4

미국 1.1

한국 0.8

자료: OECD Data, https://data.www.oecd.org

(검색일: 2022. 1. 22).

주: 집계생산성 = GDP per hour worked.

자료: BCG Report, https://www.bcg.com/publi

cations/2020/manufacturing-strategy-b

uilt-trade-instability(검색일: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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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가 간 범용 제조기술 격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제조-서비스 

융합’ 혹은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제조혁신의 필수 원천으로 대두

- 제조-서비스 융합은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생산과정에서 고부

가 서비스 중간재를 투입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 

* 제조-서비스 융합 사례: � 나이키는 3D 프린팅 설계기술을 이용해 소비자 맞춤

형 제품 생산, � 애플은 iTunes 및 앱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판매

-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제조업

의 서비스화 추세가 가속화

○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로 부각

되는 상황에서 제조-서비스 융합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

- 주력산업에 AI, IoT 등 디지털 기술 융합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스

마트홈, 의류ㆍ패션산업의 ARㆍVR 활용 등 비대면 융합 산업도 성장 중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융합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제조혁신을 통

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의 서비스 활성화 필요

○ 제조-서비스 융합은 높은 정책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추진기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신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년 5월 발표)’에 주력산업 고도화 및 제

조업 전 주기 혁신을 위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이 주요 과제로 

명시

- 이러한 정책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서비스화에 대한 기초적

인 현황 파악 및 성과 분석 미흡

- 특히 제조-서비스 융합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 단위의 서비스화 분석 

결여로 실효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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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 현황과 성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 미흡

- 기존 제조업의 서비스화 연구는 산업연관표에 기반한 산업 단위의 

연구 또는 특정 기업의 사례 분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기업 단위 

데이터(Firm-level Data)를 활용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

- 국내기업의 서비스화 추진이 생산성 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기

업 단위의 미시 분석 연구 미흡

<표 1-2> 주요 선행연구 개요

연구명 연구 목적 주요 연구내용

제조-서비스 융합형 

신성장산업의 성장조건과 

발전전략(서동혁 외, 2017)

- 제조-서비스 융합 산업의 특

성 분석 및 융합 산업의 성장

조건 도출

-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산업별/

국가별 융합 수준 측정

-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 전

략 등 제시

산업별 서비스화 

분석과 시사점

(김인철 외, 2018)

- 제조 업종별로 서비스화지수

정의 및 추정

- 산업별 서비스화지수의 변화

와 산업별 생산성 및 임금 등

과의 변화 관계 분석 및 시사

점 도출  

- 세부 서비스 업종별로 보면 

R&D 및 엔지니어링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

- 서비스화 관련 임금이 제조ㆍ

생산 임금에 비해 높게 나타남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

(이시욱ㆍ최용석, 2020)

- 세계산업연관표(OECD TiVA)

를 이용하여 국내 제조업 수

출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가

가치 구조 추정

- 우리나라 경제 서비스화(Ter-

tiarization)의 주요 특징과 

현황 고찰

- 제조업 총수출에 대한 중간

재형 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

도는 45~50% 정도로 추정

- 향후 통상정책 추진 시 제조

업과 서비스업 간 구분에 의

존하기보다 value chain상

의 부가가치 창출 구조에 기

반하여 설계될 필요 

Should everybody be in 

services? The effect of 

servitization on 

manufacturing firm 

performance

(Crozet and Milet, 2017) 

- 프랑스 제조업의 전반적인 서

비스화 현황 파악

-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추진이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 제조업 서비스화 추진기업은

수익성(0.4%), 고용(2.1%), 총

매출(0.6%) 측면에서 비추진 

기업에 비해 기업성과 양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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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연구 목적 주요 연구내용

Global value chians and 

servicification of 

manufacturing: 

Evidence from 

firm-level data

(Chun et al., 2021) 

- 제조업 생산시설의 오프쇼어

링 확대, 중간재 무역 증가 

등 국제분업구조 진전이 고

용 측면에서 제조업의 서비

스화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규명  

- 중간재를 수입해서 최종재를

판매하거나 해외에 생산시설

을 보유ㆍ운영하는 국내기업

(GVC participants)들은 국

내 서비스 부문 고용을 확대

- 이러한 GVC 참여가 유발하

는 고용 측면에서의 서비스

화(servicification)는 도소매

업 부문보다 R&D 부문에서 

더 활성화 경향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 목적

○ 제조-서비스 융합의 개념과 최근의 변화 양상 도출(제2장)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 개념을 도출하고 기존 연구

가 제시한 서비스화의 추진 목적, 유형, 성과 등을 다각적으로 고찰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단순 구매에서 경험 중심으로의 소비패턴 

변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화의 최근 변화 양상을 

분석

○ 국내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추진 현황과 추진 성과 분석(제3장)

- 기업의 서비스화 추진 현황 및 성과 분석에 필요한 제조-서비스 융합

기업 식별 방법론을 제시 

- 「전국사업체조사」와 「기업활동조사」 간의 연계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화 추진기업의 규모별ㆍ업종별ㆍ유형별 추진 현황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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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의 추진 성과를 고용, 부가가치, 특허권 

수 등 주요 성과 변수에 대해 제시 

○ 기업의 서비스화 추진이 생산성 혁신에 미친 영향 분석(제4장)

- 기업의 서비스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추정 시 해결해야 할 주요 

계량경제학적 이슈(Econometric issues) 설명 

- 제조-서비스 융합과 생산성 간의 인과 관계(Causal relationship) 도

출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론과 분석 결과 제시 

○ 제조업의 서비스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제5장)

- 국내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추진 현황과 생산성 혁신 영향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

- 인력양성 체계 구축, R&D 지원 강화, 규제개혁 등 제조업의 서비스

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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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조업의 서비스화 개념과
최근 변화 양상

1. 선행연구 검토로 본 제조업의 서비스화 개념

○ 제조업의 서비스화 또는 제조-서비스 융합은 제조기업이 제품과 서

비스의 결합 상품을 제공하거나 고부가서비스 중간재의 투입을 확대

하는 현상을 의미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제품 서비스 시스템(Product

Service System), 통합 솔루션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 서비스화는 새

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기업의 대응 전략으로 부상(Yu, Chen 

and Wen, 2014)

-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언급한 최초의 연구는 Vandermerwe and Rada 

(1988)로 기업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서비스, 지원, 

지식 등을 결합한 고객 서비스의 제공으로 서비스화를 정의

- Wise and Baumgartner(2000)는 서비스화를 새로운 수익원 및 안정

적 이윤 창출을 위해 제조기업이 가치사슬 내 전통 영역인 생산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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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판매를 넘어 최종수요자 방향의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

대하는 전략으로 정의  

○ 제조업의 서비스화 연구는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의 정의나 유형화를 

넘어 기업 성과, 추진 현황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 중

- 서비스화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Neely(2008)는 글

로벌 상장사 미시자료인 OSIRIS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제조기업이 순수 제조기업에 비해 높은 이윤율을 보인다는 점을 

밝힘.

- 또한 Eggert et al.(2011)은 제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그렇

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음을 

제시1)

- 최근에는 서비스화와 국제무역 간의 관계를 분석한 실증연구도 늘어

나는 추세2)

- 서비스화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Boddin and Henze(2014)는 제조 부

문이 서비스 부문과 독립적이라는 전통적인 통념과 달리 제조기업이 

생산공정에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또한 제조업 부문에서 서비스의 구매와 생산, 판매가 실제로 증가하

는 현상이 다수 연구에서 관찰3)

○ 제조업과 융합되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융합 시점 등을 기준으로 한 

1) 그밖에도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Lodefalk(2013), Crozet and 

Milet(2014), Bernard, Smeets, and Warzynski(2017), Lee(2021) 등이 있음.

2) Chun et al.(2021), Hansen et al.(2022) 등이 있음.

3) Tomiyama(2001), National Board of Trade(2010), Lodefalk(2010), Lodefalk(2013), Elms 

and Low(2013) 및 European Commission(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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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제조와 융합되는 서비스 유형 및 예시

유형
보완 관계 대체 관계

완화(Smoothing) 조정(Adapting) 대체(Substituting)

정의

제품 기능을 크게 변경

하지 않고 제품의 판매 

및 사용을 원활하게 하

는 서비스

제품 기능 확장 또는 고객

이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

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제품 구매를 대체하는 서비스

예시

⋅금융

⋅보장/보험

⋅유지/보수

⋅기술 지원

⋅기본 사용법 교육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Customization)

⋅신규 사용법에 대한 훈

련 또는 컨설팅

⋅타 제품 또는 솔루션과

의 통합 서비스

⋅데이터 처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체하

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팩스를 대체하는 Zapmail 

서비스(예. Fedex)

⋅엔진 판매 대신 시간당 요금

부과 서비스(예: Rolls-Royce

“Power by the Hour”)

자료: Helble and Shepherd(2019).

제조업의 서비스화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도 일부 존재

- 제조 부문과 융합되는 서비스 종류는 수준에 따라 기본서비스(예: 제품

및 부분품 제공), 중급서비스(예: 헬프데스크, 교육, 유지보수), 고급서

비스(예: 고객지원 및 계약 서비스)로 분류 가능(Baines and Lightfoot,

2013)

- Brockman and Stephenson(2012)는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융합이 포

함되어 제품과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추

가되어 분리가 가능한 경우로 서비스화 유형화 시도

- 이시욱ㆍ최용석(2020)은 제조의 서비스화를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생산ㆍ판매하는 활동뿐 아니라 제3자에 서비스 기능을 위탁하는 아

웃소싱 및 기업이 자체 창출 서비스(In-house provision of services)

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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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기업은 생산성 향상, 가치사슬 참여, 제품의 가치 제고, 수출 또

는 해외 투자 시 시장진입 장벽 극복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화 도입 

- 생산공정 고도화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해 지식집약적 서비스를 이용하

거나 전문인력 고용으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창출4)

- 운송 및 물류, 정보통신 및 데이터 처리 등 전ㆍ후방 서비스의 활용도

를 늘려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5)

- 특히 IT기술이 발전하면서 개발도상국 기업들이 해외 제조기업에 저

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 사례 증

가6)

- 또한 제품 본연의 가치 제고, 고객 충성도 증대, 경쟁사 제품과 차별

화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유지ㆍ보수 서비스 활용7)

<그림 2-1> 제조업의 서비스화 확산에 따른 사업모델의 변화

자료: Neely, Benedettini and Visnjic(2011)을 참고하여 작성.

4) Boddin and Henze(2014), Kizu et al.(2019), Lodefalk(2017).

5) Kelle(2013), Golub et al.(2007), Jones and Kierzkowski(1990), Debaere et al.(2013).

6) Gereffi and Fernandez-Stark(2011), Lodefalk(2017).

7) Baker et al.(2008), Kelle(2013), Cernat and Kutlina-Dimitrov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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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또는 해외투자 추진 시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지의 법ㆍ

규정에 관한 법률서비스 또는 통ㆍ번역 서비스를 활용(Lodefalk, 2017)

2. 최근 제조업 서비스화의 변화 양상과 사례

○ 제조와 서비스의 결합을 의미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이미 1990년

대부터 주목받아온 개념 

- 앞 절에서 기술했듯이 학계에서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라

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Vandermerwe and Rada(1988)로 거슬

러 올라감.

- 기업 경영 측면에서 보면 1990년 중반부터 ‘프로덕트 서비스(Product

Service)’ 전략을 도입한 제너럴 일렉트릭(GE), 컨설팅ㆍ소프트웨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IBM 등이 초창기 제조업의 서비스화 확산을 

선도

* 제너럴 일렉트릭(GE)은 1995년에 ‘프로덕트 서비스(Product Service)’ 전략을 도

입하면서 ‘제조도 하는 서비스기업’을 표방하기 시작함.

○ 최근 들어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화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한 한 

단계 고도화된 새로운 영역의 제조-서비스 융합 현상이 나타나는 중

- 전통적으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는 수익 증대, 고객 충성도 확보, 제

품 수명주기(Lifecycle)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 

- 그러나 최근 들어 4차산업혁명 기술의 도입 확산, 단순 상품 구매에서

고객 경험 중심으로의 소비패턴 변화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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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제조-서비스 융합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 중 

○ 본 연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 서비스화의 새로운 변화 양상

을 아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상술 

- 디지털 서비스화(Digital Servitization)로의 진화 및 확산 

- 서비스화(Servicification)를 통한 가치사슬 고도화 

(1) 디지털 서비스화(Digital Servitization)로의 진화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등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첨단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이 산업 부문의 메가트렌드로 부상

- 디지털 전환이란 4차산업혁명 기술 또는 이들 간의 융복합 기술을 활

용해 기존의 산업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새롭게 혁신하는 것을 의

미(김종기 외, 2021)

- 과거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제반 IT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화, 

비용 절감 등 프로세스 혁신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 

- 반면에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모델 또는 산업구조의 근

본적인 혁신을 목적으로 함.

○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는 최근 산업에 빠르게 확산 중인 디지털 전환과 

결합하여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서비스화(Digital 

Servitization)’로 진화하는 중 

- 디지털 서비스화란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디지털 전환이 융합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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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ㆍ클라우드 등 4차산업

혁명 기술 도입을 통해 제조-서비스 결합 상품을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춰 적시 제공이 가능토록 하는 한 단계 고도화된 제조-서비스 융합

을 의미(Gebauer et al., 2021)

- 최근 소비자들은 상품의 소유나 단순 이용보다는 소비 행위가 자신들

의 필요(Needs)와 기대하는 결과(Desired Outcomes)에 얼마나 충족

하는지에 더 큰 중요도를 두는 경향(Infosys)

- 제조기업들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요구(Needs) 

및 기대 결과(Desired Outcomes)가 실시간으로 반영된 고객 맞춤형 

제조-서비스 융합 상품을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화 추진

○ AI, IoT, Cloud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제조기업의 서비스화에 활용

되는 디지털 서비스화의 구동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 생산 단계부터 출시 이후까지 사물인터넷(IoT)에 접속된 제품이 다량

의 데이터(Big Data)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이와 같은 빅데이터는 

클라우드(Cloud)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 인공지능(AI),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등 소프트웨어 신기술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의 필요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며, 제조기업은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객 맞

춤형 제품-서비스 융합상품 제공이 가능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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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조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 추진 사례>

➀ 롤스로이스(Rolls-Royce): Big Data 분석 사례8)

   -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롤스로이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항공기 운항 시간

에 따라 엔진 요금을 부과하는 ‘TotalCare’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

고 엔진의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엔진과 관련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이러한 롤스로이스의 전통적인 ‘서비스화(Servitization)’ 모델은 최근 Cloud 및 

Big Data 분석 기법 도입을 통해 과거보다 진화된 ‘디지털 서비스화(Digital 

Servitization)’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 중

   - 롤스로이스는 500여 고객사(항공사)에 제공된 14,000개 엔진에 약 100개의 진

동, 압력, 온도, 속도, 유량 센서들을 부착해 매일 6만 5,000시간 분량의 가스터

빈 엔진 가동 데이터를 수집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엔진 판매 후 데이터 수집을 통한 실시간 관리 및 다양한 

인사이트(Insights)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TotalCare’ 서비스의 가치를 향

상시켰으며, 고객의 요구가 반영된 개선된 엔진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

➁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모바일앱 및 IoT 활용 사례9)

   - IoT 기술 확산으로 앱 기반 경제(App-based Economy)가 열리면서 최근 독일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는 ‘Collection’이라는 모바일앱(Mobile Application)

개발 

   - 메르세데스-벤츠는 모바일앱 ‘Collection’을 통해 자사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리스하고 있는 고객들의 실시간 요구가 반영된 서비스 제공  

   - 특히, 월 단위의 구독료(Subscription Fees)를 지불하면 가족 여행용 SUV부터 

출퇴근용 고급 세단까지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험, 유지보수, 로드사이드 어시스턴트(Roadside Assistance)

등도 ‘Collection’ 앱을 통해 통합적으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8) hankyung.com/it/article/2017061961891(검색일: 2022. 4. 11).

9) appadvice.com/app/mercedes-benz-collection/1382939746(검색일: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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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화(Servicification)를 통한 가치사슬 고도화

○ 최근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상품 제공(Serviti-

zation)을 넘어서 중간재 및 내부 생산활동에 서비스 투입 강화 방식

(Servicification)으로 범위 확대 중 

-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논의는 ‘최종 산출물’ 관점에

서 제품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던 상황

-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 최종 산출물 측면 이외에도 ‘중간재’ 및 ‘내부 

생산활동’에 서비스 투입 또는 융합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 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경향(Miroudot and Cadestin, 2017)

- 통상 서비스화를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

하는데 이는 최종 산출물 관점에서 협의의 제조-서비스 융합 활동에 

한정된 개념 

<그림 2-2> 제조기업의 서비시피케이션(Servicification) 개념과 범위

자료: Miroudot and Cadesti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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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중간재 및 내부 생산활동의 서비스 투입 행위까지 포함한 

광의의 서비스화를 ‘서비시피케이션(Servicification)’이라는 용어로 

별도 구분하여 사용하기 시작(이동희 외, 2018) 

○ 이와 같은 서비스화(Servicification)의 범위 확대는 제조기업이 서비

스화를 통해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을 고도화하려는 전략 발현

에서 기인

- 제조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 생산ㆍ공정 기

술 역량 강화 등 전통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제

품기획, 연구개발, 원자재 조달, 생산, 품질관리, 출하, 판매, 유지보

수 등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이 뒤따를 때 가능

- 특히, 1990년대 이후 국제분업구조가 심화되면서 제조기업들은 가치

사슬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기능의 자체 공급

(In-house Provision of Service) 비중을 높이는 서비스화(Servicification)

강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을 도모해 왔던 상황

- 또한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확산에 따라 고객 맞춤형 제품-서비스 

융합 상품 생산(Servitization) 증가는 필연적으로 제조ㆍ공정 부문을 

포함하여 기획, R&D, 마케팅, 유지보수 등 가치사슬 요소 전반의 서

비스화(Servicification) 확대를 견인

- 결과적으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는 가치사슬 고도화

로 이어지면서 <그림 2-3>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스마일 커브를 상향 

이동시키고 기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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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비스화(Servicification)를 통한 가치사슬 고도화 사례>

➀ Dollar Shave Club의 면도기/면도날 구독 서비스

   - 소비자들이 교체 시기에 맞춰 면도날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제품 본연

의 가치에 비해 고가에 팔리는 면도날의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미국의 면도날 제조

업체 Dollar Shave Club은 면도기/면도날 구독 서비스 시작  

   - 소비자가 면도기의 종류 및 배송 일정을 선택하고 매달 요금을 지불하면 첫 배송 때

에만 면도기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도날만 배송하는 방식 

   - 기존 면도날 시장의 경우 기업 간의 경쟁 격화로 마케팅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실제 수요보다 과도한 하이 테크놀로지 적용 등으로 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구조를 

보였던 상황

   - Dollar Shave Club은 면도날 구독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고객들이 자

신에게 맞는 제품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오버 스펙으로 적용된 면도기 기술을 단

순화하고, 면도날 제품 생산라인도 4, 6, 9 중날 3가지로 단순화하여 비용을 절감하

는 등 가치사슬 혁신 도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그림 2-3> 서비스화(Servicification)를 통한 가치사슬의 변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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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GM(General Motors)의 화학물질관리서비스

   - 화학물질 공급업체는 판매량이 많을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반면, 화학물질 사용업체

는 적정량만 제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Reiskin et al., 1999).  

   - 이런 상황에서 GM(General Motors)은 세계 최초로 화학물질 공급자가 화학물질의 

단순 판매가 아닌 구매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시스템(CMS; 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자사 협력업체들

과 구축하여 최근 20년간 약 30%의 화학물질 사용량을 감축하는 데 성공 (CPSI10))

   - GM은 자사의 자원관리서비스(Resource Management System)에도 화학물질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R&D, 영업 부문 등 가치사슬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고도

화시키는 데에도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이 영향 

10) https://www.chemicalspolicy.org/downloads/GM_000.pdf(검색일: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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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현황과
추진 성과

1.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정량화 방법론 

(1) 기업 단위의 서비스화 정량분석 필요성

□ 정책 중요도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별 서비스화 실증연구

○ 제조-서비스 융합은 제조업 르네상스(2019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발

표) 및 신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년 5월 발표)의 주요 전략으로 각

각 규정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디지털 전환, 플랫폼 경쟁 격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제조-서비스 융합을 산업구조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

- 신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주력산업 고도화 및 제조업 전 주기 혁신

을 위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과

제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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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높은 정책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제조-서비스 융합에 대한 

기업 단위의 현황 파악 및 성과 분석 연구는 미흡

-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제조업의 생산성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개별기업의 사례 분석(Case Study) 연구는 다

수 존재하나, 기업 단위 자료(Firm-level Data) 기반의 정량분석 및 실

증연구는 부족

- 제조-서비스 융합의 실질적 추진 주체인 기업 단위의 미시 분석 결여

로 서비스화에 대한 실효적 정책개발 및 추진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

□ 기업 단위의 서비스화 정량분석의 필요성

○ 국내 문헌에 존재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실증연구는 산업연관 분석

에 의존하는 산업 단위 자료(Industry-level Data)를 활용한 연구가 상

당수를 차지

- 이동희 외(2018), Heo and Lee(2019), 이시욱ㆍ최용석(2020) 등 다수

의 연구에서 산업 연관표(Input-Output Table)를 활용하여 국내경제 

전반 또는 업종별 제조-서비스 융합 정도를 추정

- 이론적 정합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 분석으로는 서비스화를 실제

로 추진하는 기업 단위의 분석이 불가하고, 특히 서비스화와 제조혁

신 간 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도출하기에는 한계 노정

○ 일부 해외 문헌에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측정

하고 서비스화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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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zet and Milet(2017), Ariu et al.(2020) 등에서 서비스화 측도(Measure-

ment)를 제조기업의 서비스 매출 비중으로 설정하고 기업별 자료를 

활용해 서비스화 추정

-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제품과 서비스 결합 또는 가치사슬 내 서비

스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라는 서비스화의 본원적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단순한 사업 다각화(Diversification) 포착에 

불과할 가능성이 다분

○ 산업연관 분석 또는 서비스 매출 비중에 의존한 기존 서비스화 측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제조-서비스 융합 정량화 방법론이 

필요

- 제조-서비스 융합의 본원적 개념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서비스화에 

대한 기업별 정량분석이 가능한 새로운 방법론 도입 필요

- 이를 통해 국내 제조기업의 업종별ㆍ규모별 등 서비스화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 성과 특히 생산성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한 실증

모형을 통해 추정하여 실효적인 제조업의 서비스화 정책개발의 기반 

마련

(2)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식별 방법론

○ 본 연구는 기업별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해당 여부를 아래의 절차

에 의해서 식별

- 「전국사업체조사」와 「기업활동조사」를 연계하여 각 기업에 소속된 

사업체별 산업분류 정보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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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데이터 간 연계 자료상에서 제조기업이면서 지식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체를 보유ㆍ운영 중인 기업을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으로 규정

- 「전국사업체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간의 연계 자료를 통한 제조-

서비스 융합기업의 구체적 식별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전국사업체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간 연계 자료 구축

○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식별을 위해 통계청이 집계ㆍ공표하는 「전국

사업체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간의 매칭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 

- 「전국사업체조사」와 「기업활동조사」는 통계조사 기본 단위가 각각 

사업체(Establishment) 및 기업체(Firm)로 상이

⋅사업체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특정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

행하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정의

⋅기업체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최소 경영 단위로 자원배

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유한 주체로 정의되며, 하나 이상

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11)  

- 두 데이터의 조사 단위가 상이하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

스(MDIS)를 통해 공통 기업식별코드를 제공받아 「전국사업체조사」와

「기업활동조사」를 매칭

○ 「전국사업체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간의 매칭자료는 개별 기업체에

소속된 각 사업체별 산업분류 정보를 생성

11) 본 연구가 기술한 사업체 및 기업체 정의는 통계청(2020), 「통계용어 및 지표」에서 참조

하였음,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검색일: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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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전국사업체조사」-「기업활동조사」 연계 자료 구조 예시 

기업 식별

코드

기업 산업분류 

코드

사업체

식별코드

사업체 산업분류 

코드

재무정보

매출액(억 원) 종사자 수(명) …

1000
26

(전자통신)
1000-001

261

(반도체 제조업)
10 300 …

1000
26

(전자통신)
1000-002

701

(연구개발업)
2 20 …

1000
26

(전자통신)
1000-003

473

(IT 소매업)
1 10 …

1100
13

(섬유)
1100-001

132

(직물제품 제조업)
1 100 …

1100
13

(섬유)
1100-002

701

(연구개발업)
0.4 30 …

1100
13

(섬유)
1100-003

474

(섬유 소매업)
0.2 10 …

: : : : : : …

자료: 저자 작성.

- 두 자료 간의 매칭을 통해 위 예시(표 3-1)와 같은 구조 및 정보를 갖

는 자료 구축

- 「전국사업체조사」는 업종, 매출액 등 개별 사업체의 세부 정보를 제

공하나 각 사업체가 어떤 기업 소속인지 여부는 파악이 불가하고, 「기

업활동조사」의 경우 기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나 기업체에 

속한 개별 사업체에 대한 정보는 획득이 불가했던 상황

- 두 데이터 간의 연계 자료를 통해 기존의 개별 자료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웠던 기업체별 사업체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 

- 특히, <표 3-1>과 같이 두 데이터의 연계 자료가 제시하는 기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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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와 해당 기업체를 구성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 정보를 이용

하여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을 식별 

□ 연계 자료를 활용한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식별

○ 본 연구는 제조업에 속한 기업체 중에서 지식집약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을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으로 규정

-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은 동일한 업종 또는 관련성이 높은 여타 제조업

종에 속한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여부

는 기존 자료로는 파악이 어려웠던 상황

-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구축한 「전국사업체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간 연계 자료를 통해 기업체와 소속 사업체가 동일한 업종인 일반적

인 경우 외에도 기업체는 제조업에 속했으면서도 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데이터로 파악 가능

- 본 연구는 만약 어떤 제조기업이 제조 업종과 무관한 서비스업에 속

한 사업체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은 제조-서비스 융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

- 그러나 서비스업에 속한 모든 업종을 포함한다면 제품과 서비스 결합

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같은 제조업 서비스화의 본원적 개념과 

무관한 경우까지 포함시킬 가능성 상존

* 예를 들어 어떤 제조기업에 속한 사업체의 업종이 ‘도소매업’에 해당된다면 해당 

사업체 운영 목적이 제조-서비스 융합 활동보다는 단순한 영업소 운영일 개연성

이 큼.  

-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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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제조-서비스 융합 기업 예시

‘지식집약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하여 식

별12)

○ 지식집약서비스업은 지식과 기술의 투입이 높아 타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의미

- 지식집약서비스업은 내재된 지식이 타산업과 융합될 경우 해당 산업

의 혁신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

을 미침(최세경, 2016).

- 또한 이동희 외(2016)에 따르면 제조업과 지식집약적 사업서비스 연계

성 강화는 제조업의 생산 및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12) 한편, 통계청은 통계법에 근거하여 「기업활동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

터 제공 시 기업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을 식별했다 하

더라도 해당 기업의 기업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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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OECD(2016), 이부형ㆍ이장균(2021) 등을 참고하여 지식집

약서비스업을 ‘정보통신업’, ‘금융ㆍ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정의13)

○ 본 연구는 새로운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식별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유 

- 본 연구는 「기업활동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 간 연계 자료를 통해 

식별 가능한 지식집약서비스 사업체 보유 제조기업을 서비스화 추진

기업으로 정의

-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지식집약서비스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

고도 서비스화를 추진할 가능성 상존

⋅별도 사업체(Establishment)가 아닌 본사 내 사업부서(Department)

의 기능 확대를 통해 서비스화를 추진하는 경우

⋅기업의 경계(Firm Boundary) 밖에서 외주(Outsourcing)를 통해 서

비스화를 추진하는 경우 

- 「기업활동조사」-「전국사업체조사」 연계 자료 기반의 제조-서비스 융

합기업 식별방법론은 위에서 제시한 두 경우에 대한 식별이 불가

⋅「기업활동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는 본사의 사업부서 단위 업종 

정보 및 외주와 관련한 업종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

⋅특히, 통상적으로 기업 데이터와 관련하여 접근 가능한 자료 범위는 

13) OECD(2016)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R&D 집약도(=R&D투자액/총부가가치)를 기

준으로 첨단기술산업, 고기술산업, 중기술산업, 중저기술산업, 저기술산업 등 5가지로 

분류, 이부형ㆍ이장균(2021)은 OECD의 산업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첨단기술산업 중 과

학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고기술산업 중 정보통신(IT) 서비스를 고부가 산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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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위 또는 사업체 단위이며, 사업부서는 생산활동의 단독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별 데이터는 생성 자체가 불가

- 기존 연구 중에 기업 단위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측정한 사례가 없다

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상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제시한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식별방법론은 분석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 

2.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현황과 추진 성과 

○ 국내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성과 파악을 위해 2016~2019년도

까지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사용

- 「전국사업체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간 연계 데이터가 생성하는 기업

체 및 사업체 산업분류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식별

-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매출액, R&D, 생산성 

등 기업별 자료는 「기업활동조사」에서 추출해 분석

- 두 자료 간 연계에 필요한 공통 기업식별코드는 2016년~2019년 4개

연도만 접근 가능하므로 본 연구 역시 해당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전국사업체조사」 및 「기업활동조사」는 우리나라 제조기업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자료로 국내 제조업의 서비스화 분석에 적합 

- 「전국사업체조사」는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조사항목은 종사자 수, 산

업분류정보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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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조사」는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 중인 회사법인 중 상용

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소재지, 산업분류, 고용 및 재무구조, 수출입 현황, 지적

재산권 현황 등이 포함

- 「전국사업체조사」는 매년 약 400만 개 이상의 사업체, 「기업활동조사」

는 6,0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응답하는 국가통계이기 때문에 국내 제

조기업의 서비스화 현황을 분석하기에 대표성을 갖는 자료로 평가

(1) 국내 서비스화 추진기업 규모

○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21.9%가 서비스화 추진기업으로 추정(2019년

도 기준)

-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의 국내 제조기업 10개 중 약 2개사가 본 연구

의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정의(지식집약서비스업 사업체를 보유한 

제조기업)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는 의미

-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호 변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기업들이 서비스화를 통

해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

○ 국내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수는 2016년~2018년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도에 감소세에 들어선 상황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

(2016년 1,375사 → 2018년 1,538사)하는 등 기업의 서비스화 추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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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도별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수와 비중

단위: 개사, %

연도 유형 기업 수 비중

2016

제조-서비스 융합기업(A) 1,375 23.0

비융합기업(B) 4,615 77.0

제조업 전체(C=A+B) 5,990 100.0

2017

제조-서비스 융합기업(A) 1,514 24.9

비융합기업(B) 4,565 75.1

제조업 전체(C=A+B) 6,079 100.0

2018

제조-서비스 융합기업(A) 1,538 24.6

비융합기업(B) 4,720 75.4

제조업 전체(C=A+B) 6,258 100.0

2019

제조-서비스 융합기업(A) 1,376 21.9

비융합기업(B) 4,912 78.1

제조업 전체(C=A+B) 6,288 100.0

자료: 「기업활동조사」,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비융합기업은 지식집약서비스업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제조기업을 의미.

- 다만, 서비스화 추진기업 수가 2019년도에 전년 대비 10.5% 감소했

는데, 이는 기업의 매출, 수출 등이 급감하는 등 2019년도의 경제 상

황 악화가 일시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임.14)

* 제조기업 매출 증가율(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17) 8.9% → (2018) 4.6% → 

(2019) -2.9%

* 수출 증가율 추이(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실적): (2017) 15.8% → (2018) 5.4% → 

(2019) -10.4%

14)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기에 기업은 핵심 역량에 집중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도모하는 경향

을 보임(예: Cannon의 경우 1990년대 일본 경제 침체기에 PC, 태양전지 등 비핵심 사업

에 대한 구조조정 및 복사기, 프린터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의 사업재편을 통해 경제위기 

대응). 2019년 국내 서비스화 추진기업 수가 줄어든 것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

들이 서비스화를 통한 신사업 진출 대신 핵심 사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한 것이 반영된 것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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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서비스화 추진 현황

○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 화학, 전자,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에서 제

조-서비스 융합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총 1,376개) 중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12.1%),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

조업(1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8.8%) 순으로 많이 분포 

<그림 3-2> 세부 제조 업종별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수와 비중

단위: 개사

자료: 「기업활동조사」,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기준 제조업 내 25개 중분류(2digit)를 적용하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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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8.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1%) 등 상위 5개 업종의 비중이 49%를 상회하여 국내 주력산업 내 

산업 전환을 위한 혁신기술 도입, 생산공정의 스마트화, 온디맨드 서

비스 대응 등 서비스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 2016년 대비 2019년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이 증가한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02개사, 7.4% → 121개사, 8.8%), 고무 및 플

라스틱제품 제조업(71개사, 5.2% → 79개사, 5.7%), 전기장비 제조업

(75개사, 5.5% → 83개사, 6.0%),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

업(59개사, 4.3% → 64개사, 4.7%)이 해당

- 특별히 의료 관련 제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의 투

입 비중이 높은 의약품 제조뿐만 아니라 의료ㆍ정밀기기 제조업에서

도 추가적인 지식집약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

(3) 유형별 서비스화 추진 현황

○ 서비스화 추진기업의 지식집약서비스 세부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 비중이 79.8%(2019

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10곳 중 8곳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

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 지식집약서비스산업 세부 업종: � 정보통신업, � 금융ㆍ보험업, �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 이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 사업체 

보유를 통해 서비스화를 추진하는 기업은 각각 7.9%, 2.6%로 상대적

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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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식집약서비스 세부 업종별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수와 비중

단위: 개사, %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복합형

기업 수 1,234 122 40 0 150

(비중) (79.8) (7.9) (2.6) (0) (9.7)

자료: 「기업활동조사」,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복합형은 지식집약서비스업 세부 업종 중 단일 업종이 아닌 2개 이상의 복수 업종에 걸

쳐 사업체를 보유함으로써 서비스화를 추진하는 경우를 의미

- 한편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10곳 중 한 곳(9.7%)은 지식집약서비스산

업 세부 업종 4개 중 2개 이상의 업종에 걸친 복수의 사업체 보유를 

통한 이른바 ‘복합형’ 서비스화 추진 중

○ 최근 신규 서비스화를 추진한 기업들의 경우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 중에서도 ‘전문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업’ 사업체 보유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경향

- 전문서비스업(32개사) 및 연구개발업(26개사) 사업체 보유를 통해 비융

합기업에서 융합기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이는 최근 서비스화를 신규 추진하는 기업들이 고부가서비스 투입을 

통한 가치사슬 고도화(전문서비스업)와 R&D 강화를 통한 디지털 서

비스화 추진(연구개발업)에 주력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2장 참고)   

(4)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추진 성과

○ 서비스화가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제조-

서비스 융합기업과 비융합기업 간의 주요 성과 측도들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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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평균) 비교  

- 분석 대상 지표는 � 상용근로자 수, � 수출액, � 부가가치, � 특허

권 수, � 자본집약도, � 노동생산성 등 6개 지표임.

- 상기 지표는 모두 「기업활동조사」에서 추출 또는 계산하였으며 2019년

기준임. 

○ 고용, 수출, 부가가치 및 특허권 수 측면에서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이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은 비융합기업에 비해 더 많은 �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수출과 �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이 비융합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이 비융합기업에 비해 보유 중인 � 특허

권 수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서비스화 기업이 상대적으로 혁신 활동

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4> 제조-서비스 융합의 추진 성과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명 정의

� 상용근로자 수 Employment 해당 기업 내 상용근로자 수

� 수출액 Export 자사 명의로 통관수속을 행한 수출액

� 부가가치 Value-added
부가가치 = 매출액-(매출원가+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인건비

� 특허권 Patent 해당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수

� 자본집약도 Capital intensity
근로자 1인당 기업이 납입 완료한 자본(출자) 

총액

� 노동생산성 Labor productivity 상용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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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한 혁신활동, 수출, 부가가치 등의 높은 성과를 감안하면 제조-

서비스 융합 추진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을 의미하는 � 자본집약도의 경우에도 제조-서

비스 융합기업이 비융합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값을 보임. 

- 실제로 � 노동생산성 지표도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이 비융합기업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이러한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의 비융합기업에 대한 생산성 

프리미엄(Productivity Premium) 현상이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과 

생산성 간의 인과 관계(Causal Relationship)로 해석하기에는 곤란 

- 이어지는 제5장에서 엄밀한 계량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 생산성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추정

<표 3-5> 성과지표별 평균값 비교

(1) 

제조기업

(2) 

비융합기업

(3)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 Log Employment 4.943 4.784 5.424

� Log Export 8.284 8.058 8.891

� Log Value-added 9.334 9.114 9.999

� Log Patent 2.145 1.898 2.754

� Log Capital intensity 5.153 5.023 5.529

� Log Labor productivity 4.382 4.324 4.558

N 24,615 18,494 6,121

자료: 2016~2019년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비융합기업은 지식집약서비스업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제조기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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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업의 서비스화 추진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실증분석 방법론 

(1) 선택 편향 문제 

○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 추정 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선택 편향(Selection bias) 문제임.

- 3장에서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이 서비스 융합을 추진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의 이른바 ‘생산성 프리미엄

(Premium)’ 현상은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추진이 생산성 증대에 영향

을 미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곤란

- 상기 현상은 제조기업의 서비스 융합 추진이 실제로 생산성을 제고시

킨 인과 효과(Causal effects)의 반영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사전적으로(Ex-ante)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유한 기업만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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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융합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

- 즉,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 ‘생산성’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추정하

기 위해서는 제조-서비스 융합은 “처음부터(To-begin-with)” 높은 생

산성을 보유한 기업만이 선택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가능성, 이

른바 선택 편향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

○ 제조-서비스 융합과 ‘생산성’ 간의 인과 관계 추정에 내재된 선택 편향

문제를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Potential Outcomes Framework)’15)

관점에서 수식 기반으로 보다 분석적으로 고찰하고자 함. 

- 분석에 필요한 주요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 

⋅: 기업 가 시점에 제조-서비스 융합을 추진했을 경우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로 본 연구의 처치

(Treatment) 변수에 해당 

⋅: 기업 가 시점에 이 1의 값을 갖는 경우, 즉 처치되었을

(Treated) 경우의 생산성을 의미

⋅: 기업 가 시점에 이 0의 값을 갖는 경우, 즉 처치되지 않

았을(Untreated) 경우의 생산성을 의미

- 이 경우 기업 의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라는 처치가 생산성에 미

치는 인과 효과는 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단으

로 상응시킬 경우의 평균 처치 효과(ATT: Average treatment effects 

on the treated)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15) 경제학, 정책학 등 사회과학 및 의학 분야 연구에서 특정 처치(Treatment)의 인과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론적 기초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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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그런데 특정 시점 에 기업 에게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과 제조-서

비스 융합 ‘비추진’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식 우변의 

둘째 항  ∣    는 가상의(Hypothetical) 상황에서만 상정

할 수 있는 현실에서 관측 불가능한 항임.     

-  ∣    이 관측 불가능하므로 평균 처치 효과의 일종의 대

리 측도로  ∣      ∣    사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16), 이는 아래 분해식에서 보듯이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 

‘생산성’에 미치는 평균 처치 효과와 선택 편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

는 비일치 추정량(Inconsistent estimator)에 불과  

 ∣      ∣    

  ∣      ∣    

  ∣      ∣   

- 즉,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 ‘생산성’에 미치는 인과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선택 편향 소거를 위한 적절한 계량 경제학적 추정 방법 도

입이 필수적으로 요구 

(2) 추정 방법론: 이중차분법 및 역확률가중치 결합 모형(Difference-

in-Difference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Estimator)

○ 본 연구는 선택 편향 문제 해결을 위해 역확률가중치 모형(Inverse 

16)  
∣      

∣    의 추정결과는  를 종속변수, 를 독립변수로 

두고 추정했을 경우의 결과와 사실상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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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Weighting Estimator)을 적용

- 역확률가중치 모형은 선택 편향을 소거하여 특정 처치(Treatment)의 

인과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성향 점수(Propensity scores) 기반의 미

시응용계량 추정 방법론 중 하나로,

- 먼저 각 관측치(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시점() 조합을 의미)별

로 처치(Treatment: 본 연구에서는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을 의미)

가 발생할 확률인 성향 점수를 계산한 후

- 개별 관측치마다 성향 점수의 ‘역수’로 정의되는 가중치를 곱하여 자

료에 내재된 선택 편향을 소거시킨 후, 각 관측치에 가중치가 곱해진 

조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 처치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론 

-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최근린 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 등 여타 성향 점수 기반의 추정법과 마찬가지로 

역확률가중치 모형 역시 조건부 독립성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 즉, 관측 가능한 설명변수(Observable covariates)를 

통제하면 처치와 잠재적 성과는 상호 독립이 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특징 보유 

○ 위에서 역확률가중치 모형을 직관적으로 기술하였으나 수리적인 분

석 방식을 통해 역확률가중치 모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관측 가능한 설명변수 및 성향점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

⋅: 관측 가능 설명변수(즉, 를 설명하는 모든 관측 가능한 공변

량(Covariates) 벡터)

⋅    ∣: 기업 의 시점에서의 성향 점수(즉, 기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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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처치될 확률)

- 만약 조건부 독립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  ∣ 

- 역확률가중치 모형(IPW)하에서의 평균 처치 효과(ATT)는 다음과 같

이 도출되며17),

 





 ×    

 


  




 ×   

 




- 이에 상응하는 표본 기반 추정량(Estimator)은 아래와 같음.18)


  











 


  













 




○ 역확률가중치 모형(IPW)은 가중 조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된 

처치그룹과 통제그룹 간 생산성 평균 값의 차이가 선택 편향이 제거

된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의 인과 효과(ATT) 불편 추정량임을 의미 

- 각 관측치에 성향 점수의 역수(가중치)를 곱하여 조정된 데이터는 ‘제

조-서비스 융합 추진’이라는 처치(Treatment)가 ‘생산성’이라는 잠재

적 결과(Potential outcomes)와 독립적인 무작위 자료(Random data)

17)   는 중괄호 안이 성립됐을 때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를 의미(단,     ).

18)  는 다음과 같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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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갖게 됨.

- 따라서 원자료 대신 가중 조정된 데이터로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기

업(처치그룹)의 생산성 평균과 제조-서비스 융합을 추진하지 않는 기

업(통제그룹)의 생산성 평균값의 차이를 통해 제조-서비스 융합이 생

산성에 미치는 인과 효과(ATT)를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

○ 본 연구는 역확률가중치 모형에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

ence)을 결합하여 관측 불가능한 교란 요인(Unobservable con-

founders)을 추가로 통제 

- 앞서, 역확률가중치 모형이 인과 효과를 추정하려면 조건부 독립성 

가정(CIA)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기업의 제조-서비스 융합 선택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관

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관측 불가능한 교란 요인이 존재할 경

우 역확률가중치 모형만으로는 인과 효과의 정확한 추정이 사실상 

불가

- 이중차분법을 추가로 활용하여 관측 불가능한 교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이중차분법과 역확률가중치의 결합 

모형을 최종적으로 채택 


  









∆

 


  









∆



 




- 즉, 이중차분법 및 역확률가중치 결합 모형은 원자료 대신 가중 조정

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처치그룹)의 생산성 차분

(∆    )과 그렇지 않은 기업(통제그룹)의 생산성 차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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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인과 관계를 추정 

- 전통적인 이중차분법 기술 방법으로 표현하면, 각 관측치에 성향 점

수의 역수를 곱하여 조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래의 식을 추정했

을 때의  값이 이중차분법 및 역확률가중치 결합 모형의 추정 결

과라고 할 수 있음. 

∆      

2. 실증분석 결과

(1)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 정의 및 측정 

○ 본 절에서는 “이중차분법 및 역확률가중치 결합 모형” 추정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라는 처치(Treatment)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상술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을 다음과 같이 정의

⋅어떤 기업이 과거에는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이 아니었으나 특정 시

점에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으로 상태(Status)가 변했을 경우 해당 기

업이 동기간 동안 제조-서비스 융합을 추진했다고 정의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여부는 3장에서 밝힌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식별 방법에 따라 구분

*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은 제조기업 중에서 지식집약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사업체

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세부 내용 3장 관련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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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은 제조업 관련 사업체만을 보유ㆍ운

영했던 기업이 특정 시점에 한 개 이상의 지식서비스업 사업체를 개

설ㆍ운영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속하는 기업군이 본 장의 실증분

석에서 처치(Treatment) 그룹에 해당     

○ 본 연구는 위에서 정의한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라는 처치(Treat- 

ment)를 다음과 같이 측정 

-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은 「기업활동조사」-「전국

사업체조사」 간의 연계 자료를 통해서만 식별 가능

- 그런데 「기업활동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간의 연계 자료는 2016

년부터 2019년도 데이터만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장(4

장)의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 생산성에 미치는 인과 효과 추정 또

한 2016~2019년도 범위 내에서만 분석 가능  

- 활용 가능 데이터 범위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제조-서비스 융합 추

진’을 <표 4-1>과 같이 측정 

<표 4-1> 처치(Treatment) 그룹 측정

2016 2017 2018 2019

처치그룹

(Treatment

Group) 측정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여부: 

No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여부: 

Yes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여부: 

Yes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여부: 

Yes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여부: 

No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여부: 

No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여부: 

Yes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여부: 

Yes

기간 구분

처치 전 기간

(Pre-treatment 

Period)

처치 기간(Treatment period)

처치 후 기간

(Post- treatment 

Period)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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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2017년 또는 2018년도에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으로 상태(Status)

가 변화된 기업을 처치(Treatment) 그룹으로, 그 외의 모든 기업을 통

제(Control) 또는 비처치(Untreated) 그룹으로 구분

-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처치 전 기간(Pre-treatment period)은 2016년,

처치 후 기간(Post-treatment period)은 2019년도로 상정

⋅성향 점수 획득을 위한 이항 선택 모형을 추정 시 처치변수가 역으로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처치 기간보다 과거

시점의 설명변수 사용이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용례로 본 연구 역시 

설명변수 데이터를 처치 전 기간인 2016년 값을 사용  

⋅처치, 즉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 기업 생산성에 실제 영향을 미치

는 시점은 당기보다는 1년~2년 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귀결이므

로 성과변수인 생산성은 처치 후 시점인 2019년도 자료를 사용  

(2) 실증분석 결과  

1) 성향 점수 추정 결과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역확률가중치 모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향 점수 추정이 잘 이루어져야 함.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확률가중치 모형에서 개별 관측치에 부여된 가

중치가 성향 점수의 역수이므로 성향 점수 추정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가가 역확률가중치 모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 본 연구는 성향 점수 측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이항 선택 모형(B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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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 model)을 추정

- 종속변수는 앞 절에서 상술한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 여부를 의미하

는 처치 변수를 사용

- <표 4-2>에서 보듯이 설명변수는 사업체 수, 수출액, 외주비, 자본금, 

노동생산성 등 5개 변수이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역인과 관계 

가능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처치기간 대비 1기 이전, 즉 2016년도 값

을 사용

○ <표 4-3>은 성향 점수 추정을 위한 이항 선택 모형(Logit regression 

model)의 추정 결과를 나타낸 표  

<표 4-2> 성향 점수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 정의

변수명 정의

사업체 수 Establishment 기업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 수

수출액 Export 자사 명의로 통관수속을 행한 수출액

외주비(국내) Outsourcing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을 이용하거나 설비가 없

을 때 외부의 설비를 빌리고 이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자본금 Capital 기업이 납입 완료한 자본(출자) 총액

노동생산성
Labor pro-

ductivity

상용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 = 매출액-(매출원가+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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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로짓모형 추정 결과

Logit

Log Establishment
0.376*** 

(0.141)

Log Export
0.0831

(0.0713)

Log Outsourcing
-0.0843

(0.0603)

Log Capital
-0.183**

(0.0894)

Log Labor productivity
0.385*

(0.221)

N 3,160

Pseudo R2

주: 1) 각 파라미터 추정치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는 괄호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이용해 계산.

2) *** p < 0.01, ** p < 0.05,  * p < 0.01

2)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추정 결과

○ 실증분석 결과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4>의 첫 번째 열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방법론인 “이중차분법 

및 역확률가중치 결합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줌. 

- 열 (1)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라

는 처치 효과(Treatment effect)가 0.0971로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 

- 앞에서 밝힌 대로 “역확률가중치 모형”은 선택 편향 문제를, “이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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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Servitization

Difference-in-difference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1) 

Difference-in-difference 

(2) 

Treatment

Effect

0.0971*

(0.0567)

0.0346

(0.0355)

Outcome 

variable
∆ Pr

Treatment 128 128

N 3,160 3,160

주: 1) 각 파라미터 추정치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는 괄호 안의 숫자는 bootstrapped standard 

error를 이용해 계산. 

2) *** p < 0.01, ** p < 0.05,  * p < 0.01

<표 4-4>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

분법”은 관측 불가한 교란요인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 계량 경제학

적 방법임.

- 따라서 동 추정치는 선택 편향 및 교란요인이 소거 또는 상당 부분 완

화된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과 기업의 생산성 간의 양의 인과 관계

(Positive causal relationship)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이중차분법만을 적용했을 경우의 추정 결과는 “이중차분법-역

확률가중치 결합 모형”의 추정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표 4-4>의 열 (2)는 역확률가중치 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이중차분법

만을 사용했을 경우의 추정 결과를 보여줌. 

- 이는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데 가

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선택 편향’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

에서의 추정 결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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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2)에서 보듯이 이중차분법만을 사용했을 경우 추정치가 0.0346으

로 양의 값을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결과는 본 연구가 역확률가중치 모형 도입을 통해 선택 편향 문

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부가가치의 증가 없이 

단순한 고용 감소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단순 고용 감

소에 의한 생산성 향상 현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

- 본 연구가 채택한 생산성 측도(Measurement)는 상용근로자(분모)와 

부가가치(분자)의 비율로 정의되는 노동 생산성(Labor productivity)

임.19)

- 따라서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

도, 상용근로자 수를 감소시켜서(특히, 상용근로자의 감소율이 부가

가치 증가율을 상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높아졌을 가능성 상존  

○ 별도 실증분석 결과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의 노동 생산성 증대 효과

는 고용과 부가가치 모두가 증가함으로써 유발되는 현상으로 나타남.

- <표 4-5>는 종속 변수를 노동생산성 대신 상용근로자(열 (1))와 부가

가치(열 (2))로 각각 설정했을 때 “이중차분법 및 역확률가중치 결합 

모형” 추정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줌. 

- 열 (1)은 종속 변수를 상용근로자 차분(∆)으로 설정했

19) 생산성 효과 관련 문헌에서 많이 활용되는 총요소생산성(TFP)의 경우 본 연구의 데이터 

시계열 기간이 짧아(최대 4년)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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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Servitization

(1) (2)

Treatment

Effect

0.0874**

(0.0440)

0.151***

(0.0582)

Outcome 

variable
∆  ∆ 

Treatment 128 128

N 3,160 3,160

주: 1) 각 파라미터 추정치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는 괄호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이용해 계산.

2) *** p < 0.01, ** p < 0.05,  * p < 0.01

<표 4-5>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 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에 미친 영향

을 경우의 추정 결과로,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의 고용 효과는 양의 

값(0.0874)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열 (2)에서 보듯이 종속 변수를 부가가치 차분(∆)으로 

두었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0.151)를 갖는 것으로 드

러남. 

- 따라서 <표 4-5>는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의 생산성 효과는 고용과 

부가가치 모두를 증가시켜 나타나는 ‘바람직한’ 방향의  생산성 증진 

효과임을 역설하고 있음.20)

20) 본 연구는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인과적인 효과를 미

치고 있음으로 규명했으나 이러한 서비스화의 생산성 증진 효과의 유발 경로에 대해서

는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추정하지 않았음. 다만, 선행연구

는 � 제품생산 전후(또는 가치사슬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여 생산성을 증대했을 가능성

(이동희 외, 2018), � 서비스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여 부가가치 및 생산성을 제

고했을 가능성(심혜정, 2020), �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수직적 차

별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유발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시킬 가능성(김현수, 2021) 등을 

언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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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서비스 융합 대상 업종 확대 시 서비스화와 생산성 간의 관계  

Treatment: Servitization

확대 범위: 全 서비스업

(1) 

확대 범위: 지식집약서비스업+도ㆍ소매업

(2) 

Treatment

Effect

0.0341

(0.0403)

0.0669

(0.0471)

Outcome 

variable
∆ Pr

Treatment 168 139

N 3,160 3,160

주: 1) 각 파라미터 추정치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는 괄호 안의 숫자는 Bootstrapped standard 

error를 이용해 계산.

2) *** p < 0.01, ** p < 0.05,  * p < 0.01

○ 한편, 제조기업의 서비스 융합 대상 업종을 ‘지식집약서비스업’ 외에 

도ㆍ소매업 등 전체 서비스업으로 확대했을 경우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이 기각됨. 

- 제3장에서 기술했듯이 본 연구는 서비스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

출이라는 제조기업 서비스화(Servitization)의 본원적 개념을 반영하

기 위해 서비스 융합 대상 업종을 ‘지식집약서비스업’으로 한정함. 

- 그리고 본 연구가 정의(달리 표현하면, 지식집약서비스형 융합)하고 

식별한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은 생산성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표 

4-4> 및 <표 4-5>를 통해 제시한 바 있음. 

- 본 연구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지식집약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

는지 고찰하고자 아래와 같이 처치 그룹(Treatment group)을 다르게 

정의했을 경우 “이중차분법-역확률가중치 결합 모형” 추정 시도

⋅제조업 관련 사업체만을 보유ㆍ운영해 온 제조기업이 특정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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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 이상의 ‘서비스업’(도ㆍ소매업 등 서비스 전체 업종에 해당) 사

업체를 개설ㆍ운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군을 처치 그룹으로 재

정의 

- <표 4-6>은 상기와 같이 재정의한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이라는 처치

가 기업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표로, 해당 추

정치가 양의 값(열 (1) 기준, 0.0341)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상기 결과는 지식집약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해서만 제조기업 서비스

화의 생산성 증진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지식집약서

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제조-서비스 융합 정의가 서비스화 

본원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 한편, <표 4-6>의 두 번째 열은 융합 대상 서비스 업종을 기존의 지식

집약서비스업에서 도ㆍ소매업까지만으로 확대했을 경우의 추정 결

과를 의미하며, 열 (1)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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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1. 주요 연구 결과   

○ 최근 제조-서비스 융합은 디지털 서비스화로의 진화, 서비스화를 통

한 가치사슬 고도화 등 새로운 변화 양상을 보이는 중  

- 제품과 서비스 간의 단순 융합이 아니라 AI, IoT, Cloud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하여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 적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한 단계 고도화된 디지털 서비스화로 진화 

- 또한 중간재 및 내부 생산활동에 고부가 서비스 투입을 늘려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을 고도화하는 전략으로의 활용 증대

○ 본 연구는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식별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   

- 「전국사업체조사」와 「기업활동조사」 간의 연계 자료를 구축하고 각 

기업에 소속된 사업체별 산업분류 정보를 파악

- 두 데이터 간 연계 자료상에서 제조기업이면서 지식집약서비스업에 속

하는 사업체를 보유ㆍ운영 중인 기업을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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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업체조사」와 「기업활동조사」 연계 자료를 활용해 국내 제조-

서비스 융합기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

-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의 국내 제조기업의 21.9%(2019년 기준)가 서

비스화 추진 중이며, 이는 국내기업들이 제조-서비스 융합을 통해 산

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응 중임을 시사

- 업종별로는 화학, 전자,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

-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은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비융합 기업에 비해 

고용, 수출, 부가가치, 특허권 수, 자본집약도 및 노동생산성 측면에

서 모두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기업의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정

- 본 연구는 서비스화와 생산성 간의 인과 효과 추정을 위해 “이중차분

법 및 역확률가중치 결합모형”을 적용

- “이중차분법 및 역확률가중치 결합모형”은 선택 편향(Selection bias) 

문제, 교란요인(Confounders) 등을 소거하여 정확한 추정 결과 도출 

- 실증모형 추정 결과 기업의 서비스화 추진이 생산성 증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국내 기업들에 나타난 서비스화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단순한 

인력감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과 부가가치 모두를 상승시켜 발

생하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제조 혁신 효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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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정책과제

○ 우리나라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은 서비스

화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인과적인 영향(Causal impact)을 미친다

는 점

- 제4장에서 밝힌 것처럼 서비스화의 노동생산성 제고 효과는 단순 인

력  감축을 통한 지표상의 증가가 아닌 부가가치 및 고용 모두를 증가

시킨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혁신 효과로 평가

- 지금까지 서비스화의 생산성 증진 효과에 관한 연구가 개별 기업 사

례 분석에 의존해 왔던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업 단위 자료를 활용해 

계량 경제학적 통계 분석을 통해 인과 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

* 본 연구(4장)가 서비스화라는 ‘원인’이 생산성 제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음을 검

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관관계 개념과 구분 짓기 위해 ‘인과 관계’ 또는 ‘인과 

효과’라고 지칭

- 제조-서비스 융합의 생산성 제고 효과가 규명된 만큼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제조업 서비스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

○ 제조-서비스 융합기업이 전체 제조기업의 21.9%에 달하는 것으로 추

정(2019년 기준)될 정도로 상당수 제조기업이 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판단 

- 이들 기업은 제조업 단일 업종을 유지하는 일반 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연구개발비 투자 및 특허권 보유 수를 보이는 등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 

- 국내 서비스화 추진 제조기업 중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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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기업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는 고부가서비스 투입 강화로 가

치사슬을 고도화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를 추진하려는 제조기업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 융합 추진기업의 생산성 증진 효과와 국내 산업계의 높은 참여도에

도 불구하고 제조업 서비스화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지원은 부족 

- 정부는 기업의 제조-서비스 융합 대응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나, 서비스화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R&D, 인

력 등 분야별 지원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서비스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

○ 첫째, 국내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

력양성 체계 구축 필요 

- 기업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서비스화에 특화된 R&D 및 

인력양성 관련 법적ㆍ제도적 기반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 ‘산업기술혁신법’상에 ‘제조업 서비스화’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

련하고, 서비스화를 통한 기업의 제조혁신 수요를 정례적으로 파악

하여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기업에 대한 맞춤형(Targeting) R&D 과

제 개발 및 지원 확대 요망

- 현재 제정 검토 중인 ‘(가칭)산업인력혁신 특별법’에 서비스화 지원에 

특화된 인력양성 방안을 포함하는 등 기업의 제조-서비스 융합 활동

을 지원하는 인재양성 체계 구축

○ 둘째, DㆍNㆍA(DataㆍNetworkㆍAI) 활성화, 사업재편 정책 등 기존 

산업정책과의 연계 추진을 통해 제조업 서비스화의 산업계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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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서비스화의 기반 기술인 DㆍNㆍA 관련 정책이 주로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와 같은 이른바 BIG3 산업으로의 적용에 초점

이 맞춰져 있으며 제조업 서비스화와의 연계 추진은 미비

* 정부는 2018년도에 ‘DㆍNㆍA + BIG3 전략’을 수립하고 5년간 10조 9,000억 원 

규모(2018~2022년)의 재정 투입을 통해  DㆍNㆍA 인프라 조성에 주력

- 서비스화 및 DㆍNㆍA 정책 간 연계성 강화는 기업의 성공적인 서비

스화 추진을 도울 뿐 아니라 DㆍNㆍA 생태계 조성 및 수요 확산에 긍

정적 영향 기대

- 현재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사업재

편’ 정책의 경우 지원 대상이 산업위기지역 기업, 과잉공급업종 기업 

및 신산업진출 기업으로 한정  

- 서비스화 추진을 통해 신규 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기업들은 상기 3가

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재편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  

- 제조-서비스 융합 추진기업도 사업재편 제도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

고, 서비스화 추진기업에 대한 R&D, 세제 등의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셋째, 제조-서비스 융합 新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규제개혁 등 법ㆍ

제도 개선을 통해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확산의 추진 동력 확보

- 어떤 기업이든 기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수반

되는 중차대한 모험이며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자체 역량만으

로 서비스화를 통한 수익모델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

- ICT 기술 전문기관, 경영 컨설팅사, 업종별 협회ㆍ단체 등과 함께 서

비스화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수익모델 업계 확산 등을 포함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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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제조-서비스 융합을 종합 지원하는 전담 기관 지정 또는 설립도

고려할 필요 

-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 창출로 귀결

되는 만큼 제조-서비스 융합의 산업계 확산을 뒷받침할 법ㆍ제도상

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

- 특히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추진을 저해하는 현행법상의 규제들을 지

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민간기업의 참여 확산을 유도

* 일례로 자동차산업의 서비스화 경향에 대응하여 국내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

차 기반의 ‘다목적 이동 수단(PBV)’의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양산 및 상용화가 쉽지 않은 상황

* 섬유산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서비스화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메타패션(재질, 색감 

등의 제약으로 현실에서 구현이 어려운 패션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을 의미)의 경우 현행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스마트 

의류를 통해 수집된 생체신호 정보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상용화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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