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경과 목적

구지역은 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자 업자 수

가 포화상태인 반면, 자 업의 폐업율은 지속 으로 증

가하는 상이있다. 자 업자의폐업은 2012년에 58만 7

천 명, 2013년에는 65만 6천 명인것으로나타났다[1]. 이

들 가운데 70% 이상이창업이후 3년내에폐업한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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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연구는정부정보나공공데이터의활용과국민이체감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기 해수요자 심의서비스

디자인을활용해정책서비스개발을 신하고자하 다. 2015년 구지역 동북지방통계청이운 한국민디자인단의사례

는통계청이보유하고있는 GIS공간정보에 한데이터마이닝과카드사의실시간결제정보를활용해 비창업자들을 한

‘창업의사결정지원’서비스를 제안하고자하 다. 이를 해서비스디자인의 로세스와방법론을채택하 고, 다양한 이해

계자의참여를통해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서비스디자인을기반으로한국민디자인단활동은정부정보공개에기

반한공공서비스를 신하는데유효함을시사한다. 한, 정부가정보나공공데이터를국민에게유용한형태로공개하거나

개방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근 방법으로서 가치 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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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innovate policy service development by utilizing beneficiary - centered service design 

to public information and public data and services that citizens can experience. The Gov 3.0 Design Group operated 

by the Dongbuk Regional Bureau of Statistics in Daegu in 2015, proposed a 'start-up decision support service' for 

pre-founders, using data mining on the GIS spatial information held by the Statistical Office and real-time settlement 

information of credit card companies. For this, service design process and methodology were adopted and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This study suggests that national design activity based on service design is 

effective in transforming public service based on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It is also worthwhile as an 

approach that can be considered when the government wants to release or open information or public data in useful 

form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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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타나잦은창‧폐업으로인한사회 비용도증가하

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 해공 자 주의기

존정책서비스 개발과 다른새로운 형식의 근이필요

하게되었고, 서비스디자인 로세스와 방법론은 신을

한방안으로제기되었다. 2015년 구 동북지방통계청

은 서비스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통계청이보유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 체계) 공간정보에 한 데이터마이닝과 카드

사의실시간결제정보를결합해 비창업자가창업을실

행하기 합리 인의사결정을할 수있도록 돕는통합

서비스를 제안하 다.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방 한

GIS 공간정보는창업자가목표하는창업 상지의상권

분석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카드사의 실시간 결제정

보는유동인구, 유효매출인구, 매출분포등을확인하고

유추할수있는근거를제공한다. 이같은객 정보는

비 창업자가 창업에 한 개인의 주 단을 보완

하고, 스스로의결정을 검하는 요한근거가될수있

다. 연구는동북지방통계청국민디자인단의사례를 통해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방 한 정보가 창업과 같은 국

민의실질 인삶의이슈나문제를해결하는데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다. 본 연구는 향

후 정부 정보의 활용방안 모색을 한 서비스디자인

로세스와 방법론 활용의 방향성 제시를 한 것으로 서

비스디자인의이해를높이는데있어 합한논제를가지

고 근하고자 하 다.

1.2 연   

본 연구의 상은 2015년 구지역의 통계청에서 시

행한국민디자인단 활동의일환으로진행한 ‘동북지방통

계청빅데이터를활용한체감형창업지원서비스’이다. 본

사례의목 은통계청이보유한방 한통계정보를활용

해지역의 비창업자가창업 창업에 한객 분

석을 시도하고, 보다 신 한 창업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

원하는 통합 서비스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해서비스디자인 로세스에근거하여총 10주(4월 24일

~ 7월 3일)간 조사와연구를진행하 다. 서비스디자이

를 심으로 문가(교수, 창업컨설턴트), 통계청담당자,

비 창업자가 을 이 체 로세스에 참여하도록

설계하 다.

의 사례연구를 상으로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개된다. 2장에서 정부 정보 공개의 요성과 서비스디

자인에 해 이론 으로 이해한다. 3장에서 ‘동북지방통

계청빅데이터를 확용한체감형창업지원서비스’의 추진

내용과결과로부터유의미한시사 을도출한다. 마지막

으로 결론에서 정부 정보의 활용방안 모색을 한 서비

스디자인 로세스와 방법론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2. 론적 경

2.1 정  정보  공개

공공기 은 공공데이터를 생산·보유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는민간이 생산하는데이터보다 범 하고, 지속

이며신뢰할수 있는데이터라고정의한다[2]. 최근 공

공데이터 공개의 요성이 두된 것은 공개·공유·소통·

력을정부운 의핵심가치로여기는 ‘정부 3.0’ 정책 변

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공개의 목 은 정부 서비스가 투

명성, 실용성, 효용성을 확보하고,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창조경제의성장을지원한다는데있다. 과

거 공공데이터의 공개는 일부 문서의 단순 공개로 활용

이 매우 제한 인 한계가 있었다. 최근 정부의 공공데이

터공개는이같은한계를극복하기 해그범 와형태

를 유연하게 확장하고, 국민에게 실질 인 활용가치를

높이고자한다[3]. 미국을비롯한유럽선진국이정부, 즉

정책공 자 심의정보 리를 넘어정보공개에 기반

한 자정부 구 의수 을고도화하는 것을이와 유사

한 목 달성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4].

2.2 비스디 에 한 해

서비스디자인에 한학제 정의는다소모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이해함으로써 서비스디자인의 개념을 범주화 할

수 있다. 서비스디자인은 서비스 수요자의 과 서비

스 공 자의 , 사회 까지 통합 으로 고려해

상호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한 결과물을 창출하는 것

[5], 디자인 사고를 통해서비스 산업이나공공 역이

슈와문제를해결하거나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디자인

역[6], 단순히제품 주의디자인이아닌고객이서비

스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유·무형의 요소 모든

경로에 해 맥락 인 리서치방법을 활용해 창의 이고

력 인 서비스 개선방법[7]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서비스디자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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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가 경험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극 화하는 방법,

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서비스디자인의 특징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용자에

한 공감에기반한보이지않는 잠재 요구를발굴한

다. 두 번째, 사용자 경험에 해 강화된 리서치를 통해

통찰을발견한다. 세 번째, 명확한문제의정의와통찰을

구조 으로 설명하기 해 특화된 방법론을 활용한다.

네 번째, 논리와 창의가 종합된 시각화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다섯 번째,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통합 인

해결안을 제시한다. 여섯 번째, 빠른 로토타이핑을 통

해 개선 보완사항을 발견, 아이디어의 실 성을 높인다.

2.3 민디 단  역할

국민디자인단이란, 2014년에 행자부, 산업부, 한국디

자인진흥원이 함께 기획하고 제안한 것으로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등정책 로세스 반에정책공

자인공무원, 정책수요자인국민, 디자이 가, 분야의

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하는 정

책 워킹그룹이다[8].

국민디자인단은정책수요자인국민과정책공 자인

공무원이함께정책을개발과정에참여할때, 상호이해

와신뢰를높일수있으며이를통해개발된정책은국민

에게 높은 만족도를 달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

한다[9]. 정부는 지 까지 정책 개발의 문제 은 국민들

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소극 인데 있었다고 단, 국민

에게 실질 인 가치를 달하고, 국민 개개인의 요구를

수용하는맞춤형공공서비스를개발하기 해정책개발

과정에 국민이 직 참여하도록 하 다. 재, 5천 명 이

상의국민들이직 국민디자인단이되어 6백개이상의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창의 으로정책을개발하고, 정책

개발의 과정을변화시키고있다. 국민디자인단은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에서 그 역

할과 의미를 갖는다[10].

3. 사례연

사례연구는 2015년 통계청 국민디자인단의 ‘동북지방

통계청 빅데이터를 활용한체감형 창업지원서비스’를

상으로 한다. 연구는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

고, 자 업자·창업희망자·창업컨설턴트, 지방자치단체

등 빅데이터 기반으로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보 ·확

산으로 창업 지 악과 의사결정, 성공 인 창업( 는,

실패 방지)을 지원하는 통합 인 해결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례에 용한 임워크는 국의 디자인카운슬이

제작한 더블다이아몬드 로세스(double diamond process)

에 근거하며 아래 Fig. 1과 같다.

Fig. 1. Double diamond process, UK Design Council

더블다이아몬드 로세스는 탐색-정의-개발- 달의

네 단계로 구성되며, 사례연구는 달을 제외한 세 개의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3.1 탐색

탐색에서 주제가 가지고 있는 내부자원과 수요자의

경향을다양하고면 하게확인한다[11]. 탐색을통해수

요자 경험에 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주제 근의 범

주와 방향을 정의할 수 있다[12]. 탐색에 활용된 서비스

디자인방법론은 아래 Table 1과 같다.

Data & Target Method Goal

Public

Consumer
awareness
survey

question and
interview

Understand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 consumer

Identifying the type of thinking
about statistics (Conceptual
keyword derivation)

East North
Statistics
Employees

Provider
survey
and

interview

Group interview for supplier
awareness and accident

experience

Founding
mentoring
professor

Expert
in-depth
interview

Gain information and expertise on
startup processes

Founding
consulting
education
company

representative

Stake-
holders
in-depth
interview

Identify the information on the
entrepreneurial education process
and the utilization of statistics

Pre-
founder

Consumer
in-depth
interview

Direct discovery of consumer
issues

Identify trends and demands of
customers, key emotions (pay

points)

Table 1. Service Design Method Applying to Explor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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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을통해발견된내용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

다. 첫째, 통계에 한수요자인식 변을확인하는사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통계는 읽 지지 않는 어려운 정

보이고, 수요자 자신과 상 이 없는 정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뷰에서 언 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통계는 해석과 근이 어렵고 딱딱하여 막연한 거

부감이 든다.

② 통계의 효용성은 신뢰하지만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③ 한정된 통계 근의 채 은 통계를 활용하는데 한

계로 작용한다.

둘째, 통계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즉 공 자와의설문

과 인터뷰를 통해 통계가 국가를 해 존재하는 정보로

이해되고 있으며, 자신들조차 통계를 매우 제한 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수요자 입장에서 근하

기 쉬운 랜딩과 홍보가 실하다고 하 다.

셋째, 창업컨설턴트, 창업멘토링교수, 창업지원센터

담당자를 상으로한 문가심층인터뷰를통해통계자

료의 활용과 창업 성공 사이의 실 인 연 성을 확인

하기가 어렵다는 공통된 견해를 확인했다. 따라서 창업

에 한 컨설 이나 교육, 지원의 과정에서 통계자료를

직 활용하거나, 활용을 타인에게 추천한 경험이 없다

고 했다. 인터뷰에서 언 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창업자의 내부 자원과 환경에 한 객 인 자가

진단이필요하다. 자신의역량, 자원, 기술을토 로신

하게 아이템을 선정하고, 창업의 성격과 규모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지원기 의 컨설 로세스가 문제이다. 통계와

같은객 인자료를통해할수있는 문 인창업

문 인력과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

③ 시각 으로 인지하고, 이해하기 쉬운 통계정보가

필요하다.

④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상가 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가, 포 등의 임 정보가 매우 빠른 주

기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실시간 정보가 필요

하다.

넷째, 국가로부터 창업지원교육을 탁 받은 기 의

담당자, 즉 이해 계자심층인터뷰에서는 창업교육의 목

이 창업의 권장이 아니며, 창업자들은 객 분석보

다 주 ‧직 단에 근거해 창업을 결정한다는 것

을 확인했다. 인터뷰에서 언 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

리해볼 수 있다.

① 비 창업자가 기회비용 유실에 한 두려움을 극

복함과동시에 실패의 확률을최소화할수 있는창업 의

사결정을 한 지원 교육이 필요하다.

② 손익에 한 정량 인 확인이나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온‧오 라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견 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쟁 과 요

구를분류하 다. 크게수요자와공 자, 문가 이해

계자로 이루어졌고, 근성·활용성·이미지의 키워드

순으로 도출하여 정리하 다.

① 수요자: 해석이가능한정보의형태와궁 증을해

소할수있는직 인정보획득의채 을필요로하며,

실패에 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객 인 정보와

가능성에 한 불안을 극복할수 있는 실 인정보 획

득방법에 한교육을 요구한다. 한, 통계는자신들에

게 상 이 있는 정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공 자: 정보검색 이어의복잡성개선과정보처

리속도개선을통한내·외부정보자원의 실 인활용

도개선이필요하다. 한, 랜딩과홍보 략 강화를통

해 통계 사고를 확산시킨다.

③ 문가와이해 계자: 간편하고, 빠른정보 채

과정보활용포맷을갖추어야하고, 아이템분석·상권

분석·목표고객설정을 돕는 세분화된 콘텐츠의 통계기반

조사‧분석 교육이 필요하다. 한, 통계 정보와 창업의

상 성을 정립하는 교육 로그램을 통해 통계가 컨설

도구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3.2 정

정의에서 문제와 요구를 정의하기 해, 탐색을 통해

발견한 정보를 맥락 으로 분석하 다[13]. 정의에 활용

된 서비스디자인방법론은 아래 Table 2와 같다.

Data & Target Method Goal

East North
Statistics
Office;

National Design
Group

Persona
Define type of consumer

Definition of consumer's main
needs

Customer
Journey Map

Definition of contextual service
context based on customer's
service experience and

identification of major contact
points

Stakeholder
Map

Identify the dynamics of
stakeholders

Discovery of potential resources

Table 2. Service Design Method Applying to the 

Defini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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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퍼소나의유형을서비스활용의동기, 행동의패

턴, 요구하는 서비스의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서비스 동기: 흥미를 기반으로 근할 수 있는 서

비스 채 , 사용자간에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정

보교환의 체계이다.

②서비스기능: 수요자의아이템선정을돕는서비스,

목표하는 상가에 한 객 인 상권분석, 실시간 상가

임 상황에 한 정보이다.

③ 행동의 패턴: 인터넷, 블로그 등 검증되지 않은 정

보의 수집을 통한 의사결정, 창업박람회, 컨설 업체와

의 을통한의사결정, 상상권에 한정량 분석

과 조사의 부재이다.

둘째, Fig. 2의 고객여정지도를통해수요자경험의맥

락을 가시 으로 표 하고, 주요 을 발췌한다. 발췌

된 을통해고객여정의주요인사이트를 Fig. 3과 같

이 도출한다[14].

Fig. 2. Customer Journey Map

Fig. 3. Insight of Structuring

3.3 개

개발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한 이상 인 해결안을

도출하 다[15]. 수요자 경험을 개선하는 서비스 컨셉을

도출하고, 아이디어를제안·선별을서비스이미지로 가시

화하 다. 개발에 활용된 서비스디자인방법론은 아래

Table 3과 같다.

Data & Target Method Goal

East North
Statistics Office;
National Design

Group

Concept
Board

Development of service concept

Service
Flow

Development of service flow

Storyboard
Story visualization by scenario
creation of service development

Table 3. Service Design Method Applying to the 

Development Stage

첫째, 서비스의 목 은 통계를 활용하여 논리 인 사

고에기반한신 한 [창업의사결정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 컨셉이 지향하는 바를 컨셉보드를 통해 요

약하 고, 아래 Fig. 4와 같다.

Fig. 4. Concept Board

[창업천기 설]이라는 랜딩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① 랜딩과 홍보 략으로 통계 이미지를 제고한다.

② 인포그라픽스 략으로 읽을 수 있는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③ On/Off Line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Off Line 통계교육을 한 업체계구축과교육매뉴얼

작성으로 사 정보 수집을 지원하고, 장정보 수집을

돕는 On Line 서비스를 설계(APP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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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n Line 서비스는 방향으로정보를교환할수있

도록 한다.

둘째, 서비스 로우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흐름도로표 한것이다. 랜딩홍보 략, 온라인

채 확보, 오 라인교육채 확보, 실시간상가임 정

보 시스템 구축, 맞춤형 장상권 분석정보구축의 순으

로 정리되었고, 아래 Fig. 5와 같다.

Fig. 5. Service Flow

셋째, 스토리보드를통해서비스아이디어를시나리오

형태의 과 그림으로 구체화[16]하 고, 아래 Fig. 6과

같다.

Fig. 6. Storyboard

서비스가수요자에게제공하는과정을효과 으로설

명하고, 서비스가 달하는 핵심가치가 어떻게발 되는

지에 한 이해를 돕는다.

4. 결론

공 자 주의 정책 서비스 개발은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정보는 단순히 데이터로서만 존재

할때, 국민에게충분한활용가치를 달하기 어렵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동북지방통계청은 보유하고

있는 방 한 정보가 창업과 같은 국민의 실질 인 삶의

이슈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기 한 방법을 찾기

해 국민디자인단을 운 하 다.

구지역은 자 업자 비율이 가장 높고, 자 업의 소

멸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구

지역민들이 만족하는 정책 서비스가 부족하 다. 본 연

구는정부통계정보의공개를통해자 업자의지속 이

고안정 인창업을지원하는서비스를구축하여공공서

비스에 한국민의만족도를향상하는방안을도출하

다. 최신 빅데이터(이통사 통화량, 카드매출액 등)와 통

계자료를기반으로창업에 한객 기 을제시하고,

방향 소통을 통한 창업정보의 집단지성화가 이루어질

수있도록서비스 로우를구축하 다. 한, 국민이체

감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성

공 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 다. 한, 방향 의사소

통을극 화하기 해모바일기반의서비스를제공하여

편의성을 증진하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 을 확 하여 활용하는 것을 기 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디자인의 활동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 문가 등

의 다양한 참여에 기반 한 아이디어의 발굴과 인사이트

도출에 따른 결과이다. 다시 말해, 서비스디자인의 활동

은통계와같은정부정보를공개·활용에 한국민이체

감하고, 만족하는 공공서비스의 개발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범 차원 정부 정보의 활용방안 모

색을 해서비스디자인 로세스와방법론을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제시를 제안하 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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