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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자정부의 국제  상 강화  수출 강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한 수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 분산된 정보와 행정체계 속에 공공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하여 수출 

사업화 지원을 한 신서비스 개발을 목 으로 한다. 이에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조사, FGI를 통하여 

재 공공서비스 수출의 주요 문제 과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공공서비스 수출 로세스별 신서비스를 도

출하 다. 신서비스는 크게 6가지(해외수출 역량진단, 공공서비스 해외수출 정보마당, 수출기업 네트워크, 

해외수출 지식거래소, 소통의 장, 수출정보 안내지도)로 도출되었으며, 공공서비스 수출에 한 컨설   

정보제공, 이해 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 후 6가지 신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14

가지 세부 서비스의 요도와 실행용이성에 한 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된 수를 바탕으로 Portfolio 

Evaluation Quadrant분석을 한 결과,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서비스는 수출 로세스 5단계에서 

필요한 ‘수출정보 안내지도 서비스(발주정보 통합제공 서비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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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port demand for various public services of e-government is growing. This study 

defines the new services that are required in each step of export processes for public services 

in order to develop the new services for suppor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export public 

services. And the study arrives at a conclusion of the main problems and requirements of the 

current export processes for the public services through the previous literature, the open-ended 

questions and the focus group interview. The new services are divided into six steps including 

the general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of the export public services; specifically, ‘evaluation 

of the export capabilities’, ‘information of export pubic services’, ‘network of export companies’, 

‘knowledge exchange of export’, ‘guide map of export information’ and ‘place for 

communication’. Furthermore, the score test about importance of 14 detailed services and the 

ease of implement is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est, Portfolio Evaluation Quadrant 

analysis derives a conclusion that ‘the guide map service of export information’ in the step 5 

is preferentially considered to be in need of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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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는 종

류나 구분에 있어 범 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범 한 

가운데, 지 까지 우리나라의 표 인 공공서비스 수

출 분야  한 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인 자정부가 있다. 자정부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인 국민의 근과 이

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로 2002년부터 수출이 시작

되어 최근 수출이 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UN 자정부 평가 2회 연속 1 에 따라 한민국 

자정부의 국제  상이 강화되었고, IT기업들의 

극 인 해외시장 공략과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 등으로 

지난 2002년 10만불에 불과하던 자정부의 수출은 

2010년도에 1억5천만불, 2011년도에 2억4천만불에 이

어 2012년도에 3억4천만불을 넘어 매년 격하게 늘어

나고 있다. 최근 2012년 주요 수출내용을 보면 ICT 교

육훈련센터,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공항시스템사업, 

자통  시스템 등 통 인 수출 효자 종목 이외에도 

정부행정망, 자주민증, 교통, 재난 리 등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

재까지 공공서비스에 한 연구는 부분 행정

련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공공서비스에 한 정의 

 구분 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수출

에 한 연구 한 미비한 실이다. 한 자정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수출이 다양화되고 증가되고 있

는 상황에서, 기존의 자정부 수출만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외에 공공서비스 수출과 련된 

사항을 반 이고 효과 으로 지휘할 수 있는 통제기

이 부재하다. 즉, 신규 공공서비스 수출 기회를 마련

하고 지속 인 공공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해서는 분

산되어 있는 공공기 의 통합  리가 필요하다. 한, 

공공서비스 수출은 정부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외국 정

부’를 상 로 수출한다는 특성상 정부의 운 경험과 기

업의 노하우 수 등 기업과 정부의 포 인 력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공공서

비스의 개념과 수출 로세스를 제시하고, 공공서비스 

수출 기업  이해 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심으로 공

공서비스 수출 사업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신 서비스

를 개발하고자 한다.

  

Ⅱ. 공공서비스 수출시장 

1. 공공서비스 정의와 유형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란 정부가 재화와 용역으

로 이용할 수 있게 책임을 지고 공 하는 서비스로 정

의하고 있으며, 사무의 범  역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

여 설명되고 있다[4][12][13]. 구체 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의 내용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의미를 유추하여 

보면 공공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 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구체 으로 첫째, 지방자치단

체의 구역, 조직, 행정 리에 한 사무,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에 한 사무, 셋째,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

에 한 사무, 넷째, 지역 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의 설치, 리에 한 사무, 다섯째, 교육, 체육, 문화, 

술의 진흥에 한 사무, 여섯째, 지역 민방   소방에 

한 사무를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9년 5월 20일에 법률 제40호로 공공

서비스 기본법(公共サー ビス基本法)을 제정하 다. 일

본의 공공서비스법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란 국

민이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해 

필요한 기본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

으로 국가 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는 사업, 국

가 는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규제, 감독, 조성, 홍보, 

공공시설 설비 그 외 공공 이익 증진에 투자하는 행

를 포함하고 있다[27]. 

한편, 공공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손희  외(2008)[6]

가 행정의 에서 공공과 민간의 병존․ 력․ 탁 

형태에 따라 크게 5가지 유형(공공 공 형, 공공․민간 

병행 공 형, 공공․민간 력형, 민간 탁형, 민간 공

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재 공공정보 민간개방 분

류체계(NIA, 2011), 서비스업 해외진출 략지도 구축

사업(KOTRA, 2011), 양자간 원조 분야(DAC 분류)가 

있으나 공공서비스에 특화된 통합분류체계는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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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다. 

2. 공공서비스 수출 프로세스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로세스는 자 출처에 따라 

해외에 기업이 직  투자하는 방식의 ‘해외직 투자 수

출 차’와 지원자 을 이용하는 수출 방식의 ‘공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 사업 수출 차’

로 나  수 있다. 

먼 , 해외직 투자 수출 차는 1) 장기 사업 략 

수립, 2)해외투자계획 확정, 3)해외직 투자 신고, 4)투

자자  송 , 5)주재원 견으로 이루어진다. 해외직

투자 수출 차는 기업의 입장에서 해외에 직  투자 

할 때 진행되는 차라는 특징이 있다. 이 때, 단계 명

시는 편의상 구분한 것이며 여러 단계가 동시에 검토되

고 비되는 것이 일반 이다[19]. 다음으로, ODA사업

을 이용한 수출 차는 1)사업의 발굴·선정

(Identification) , 2)사업 비(Preparation), 3)사업심사

(Appraisal), 4)차주와의 의(Negotiations), 5)사업실

시  감리(Implementation and Supervision), 6)사후평

가(Evaluation)로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서비스는 공익의 목 을 달

성하기 한 수단으로 국가 간의 원조나 수출을 한 

효과 인 상품으로 하다. 이 때, 아직 해외 퍼런

스를 확보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진출 시 원조

자  사업을 우선 으로 추진하는 것이 권장되며, 수출 

기에는 발주사업에 한 경쟁체계가 주도하는 원조

자  유형  ODA사업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장려된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ODA사업을 이용한 수출 차를 

심으로 공공서비스 수출 로세스를 정의 하 다. 다

수의 공공서비스 수출 기업은 상국가 선정 후 상국

가 방문을 통해 지사정 악을 하면서 구체 인 사업 

비를 하므로 로세스 상 요한 역할을 하는 ‘ 상

국가 방문’을 ‘2단계 사업 비 단계’에 추가하 다. 

한 ‘5단계 사업실시  감리단계’에서 감시하고 리하

는 의미의 ‘감리’라는 단어는 실시 주체인 기업입장에서

의 공공서비스 수출 로세스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 다. 즉, 본 연구에서는 ODA사업을 이

용한 수출 차를 기반으로 1)사업발굴  상국가 선

정 2) 상국가 방문  사업 비 3)사업심사 4)차주와

의 의  계약 5)사업발주  실시 6)사후평가로 공공

서비스 수출 로세스를 보고자 한다. 

표 1. 공공서비스 수출 프로세스

구분
해외직 투자
(KOTRA, 
2013)[19]

ODA사업
(EXIM, 
2012)

내용

1
단계

해외사업의 구상 
및 관련정보

사업의 
발굴
․선정

-개발도상국의 개발우선 순위가 높
고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적
절한 사업을 발굴

2
단계

사업계획서 및 
관련 계약서의 

입안
(사전협의)

사업준비

-개발도상국은 사업의 타당성을 조
사(F/S: Feasibility Study)를 
하며, 여러 대체 안들을 비교 및 
검토하고 최적 투자를 위한 사업
의 범위, 규모, 시기 등을 결정

3
단계

투자의향서 합의 
및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

사업심사
-사업계획내용이 경제, 재무, 기술, 
제도, 경영 측면에서 타당성 및 달
성 전망 여부를 검토

4
단계

본계약 체결 및 
각종 인허가 취득

차주와의 
협의

-정부 및 수출입은행과 차주(借主)
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
요한 조치에 합의

5
단계

현지법인 설립 및 
사업개시

사업실시 
및 감리

-차관(借款)계약의 발효, 구매(입
찰, 계약, 이행), 자금지출, 사업 
수행 및 완공까지를 포함

-필요 시 기술, 실시체제, 경영, 재
무 등의 측면에 관하여 조언, 권고

6
단계

사업운영 및 
투자과실 회수
(현지법인 청산)

사후평가
-사업의 완공 및 자금인출완료 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는
지 평가

3. 신서비스 개발
서비스의 가시화  정량화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 향

상을 도모하고 고객에 유익한 가치를 창출하는 이노베

이션을 실 하기 한 융합 학문으로 서비스 사이언스

(Services Sciences)가 있다[25]. 서비스 사이언스에서 

강조하는 서비스 신은 서비스 개발, 운 , 개선으로 

진행된다[10}. 이 때, 서비스 개발은 신서비스 개발

(NSD: New Service Development)이라고도 하는데, 이

제까지 소비자가 릴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한다[5]. 

기업들은 시장 경쟁력 강화를 해 고객 니즈가 정확

히 반 된 신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고, 이를 해 제품 

 서비스 개발 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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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Meiren, T.
(1999)[26] 아이디어관리 고객요구분석 서비스개념화 서비스개념화 서비스 구현 출시
Ginn, D. et 
al.(2003)[24]

프로젝트정의
(Define)

고객요구분석
(Measure)

콘셉트 분석
(Analyze)

제품/프로세스 설계
(Design)

설계 성능 검증
(Verify)

Fisher, C.& 
Schutta, J.
(2003)[23]

고객요구사항 수집 설계특성규명
프로세스특성규명
(프로세스설계/공급

자관리)
프로세스구축

Bullinger et 
al.(2003)[22]

아이디어 일반화
(Idea generation)

고객요구 분석
(Requirements 

analysis)

서비스 개념화
(Concept 

development)
서비스 구현

(Implementation)
시장 출시
(Market 
launch)

출시 후 검토
(Post-laun
ch review)

김광재[2]
(2011)

기회포착
(Opportunity 
Identification)

고객 이해
(Customer 

Understanding)

콘셉트 설계
(Concept 
Design)

프로세스설계
(Process Design)

보완과 출시
(Refinement and 
Implementation)

표 2. 신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내·외부 문가 활용의 효과 인 안으로 각 받고 있

다[8]. 즉, 신서비스 개발은 고객의 요구에 기반 해야 하

며, 고객의 문제 해결을 통한 가치의 제공을 지향해야 

한다[2].

재까지 신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노력 복과 실수 

방 등을 해서 필요한 기존의 노하우를 재사용 가능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서비스 개발 로세스가 연구

되어 왔다. [표 2]의 신서비스 개발 로세스에 한 연

구들의 공통된 단계  특징은 신 서비스 개념화 시 고

객에 한 이해와 고객의 요구사항에 해 요시하고 

있다는 으로, 공공서비스 수출 사업의 애로사항을 해

결하기 한 신서비스 개발에 있어서도 추후 서비스를 

이용할 당사자인 고객에 한 요구사항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고객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신서비스 개발 지원 방법

론으로는 일반 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콘조인트 분석, AHP, QFD방법론이 

있다[2]. 이  FGI는 양 조사를 실시하기 에 행하

는 조사로서 양  조사 시행 시 목표와 이 맞지 않

는 것을 조사하게 되는 험을 감소시켜  수 있는 방

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 수출 문가들에게 

FGI를 실시하여 신서비스를 정의하고 도출하 다. 

4. 선행연구
공공서비스 수출에 한 산업  정의  분류도 명확

하지 않은 가운데, 공공서비스 수출과 련된 문제 에 

한 연구 한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DA 사업  해외직 투자 사업에 

한 선행연구를 토 로 수출 시 애로사항을 앞서 언 한 

수출 로세스에 용하여 [표 3]과 같이 정리하 다.

ODA 사업에 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는 ODA사업 

진단  한국 ODA정책의 개선방향 등 우리나라 정부

의 입장 는 수원국(受援國)의 입장을 심으로 한 

ODA 정책 련 연구를 심으로 진행되었다[7] 

[11][14][16][17]. 

해외직 투자 사업에 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는 수

출 기업의 문제   비책, 특정 국가 수출시 문제

과 진출 략, 수출 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출 애로요

인 등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9][20][21]. 

한편, 공공서비스 수출 사업과 련된 연구는 미비하

다는 한계 이 있으며, ODA 사업 개 시의 문제 과 

해외직 투자 사업 시의 문제 에 한 기존연구만으

로 공공서비스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과 이해 계자들

에게 공공서비스 수출에 한 이해를 도모하기는 어렵

다. 그러므로 공공서비스의 속성을 반 한 수출 차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 수출에 특화된 문제  도출  해

결을 한 지원 서비스 구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고객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 신서비스 개

발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 차  

방법을 용하 다[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2480

선행연구  ▶ 요구분석
(개방형설문)

 ▶ 신 서비스개발
(FGI)

 ▶ 신 서비스 우선순 도출
(폐쇄형 설문)

 ▶ 결론  시사

▪대·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 포함 92개 

기업(기관) 참여 

▪전문가 15인 참여 ▪전문가 15인 참여 

그림 1. 연구방법 및 절차

구분 문제 연구자

[1단계]
사업
발굴 

및 대상국가 
선정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각 기관마다 유사한 지원제도 [3]
-체계적 수혜국 선정 기준의 부재
-중복사업의 추진
-정형화되어 있는 개별/단기사업 중심 사업 
선정

[7]
[11]
[14]
[17]

-신사업 발굴 기획 능력 수준 미달
-마스터플랜 등의 기본 계획/기준의 부재

[7]
[9]
[14]
[20]
[21] 

-개발도상국의 정보 공유를 통한 거버넌스적 
추진체계 정립 [16]

[2단계]
대상국가 방문 
및 사업준비 

-정책 전반적 거버넌스 체계의 미구축
-개발도상국의 관리역량을 고려한 실질적 맞
춤형 설계 부족

-업무 단계별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 부재

[11]
[14]
[17]

-에이전시나 전문가 부재
-현지사정에 밝은 파트너를 찾는 문제 [3]

[3단계]
사업심사 

-수원국의 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
-수원국 공무원들의 부패와 수뢰 [16]

[4단계]
차주와의 협의 

및 계약 
-상대국의 법률적 환경 등
-수입통관절차 이해의 문제

[9]
[21] 

[5단계]
사업발주 및 

실시 

-정부조달 관련 정보부족
-수출운영 자금 부족

[11]
[20]
[21] 

-상관행의 이해 문제
-수원국의 IT수준

[9]
[16]

-국내외 관련 기업/단체들과의 파트너십 결여
-우수한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
조체 미구축

-바이어의 요구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 부족
-해외유통망 확보곤란
-해외마케팅 인력부족

[3]
[9]
[14]
[16]
[17]
[20]

[6단계]
사후평가

-시스템 구축 후 유지/발전을 위한 타 사업과
의 연계 미흡

-원조국의 제도적 맥락과 사업내용 간에 불일
치

-추진주체의 사업간 유기적 연계 및 일관성 
부족

[7]
[11]
[14]

표 3. 수출사업 진행시 단계별 문제점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재 공공서비스 수출에 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고객의 요구에 기반을 둔 신 서

비스 개발을 해 IT서비스 련 산업계  회(ITSA

그랜드컨소시엄, 국제산업컨설 포럼), 컨설 업체(삼

정KPMG, 딜로이트, 인터젠컨설 , 용컨설 ), 수출기

업(삼성SDS, 동부CNI, 환화S&C, 니텍, 외정보기

술 등), 공공기 (KOTRA, KOICA, KOEXIM, 한국보

건복지정보개발원), 학계의 문가를 포함한 92개 기업 

 기 을 상으로 개방형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참

여자는 기 별 해외사업  소속 는 수출사업 경험이 

있는 경력 5년 이상 과장 으로 제한하 다. 개방형 설

문조사는 ‘ 재 공공서비스 수출 사업 진행 시 직면한 

문제   요구사항’과 ‘ 재 서비스 문제 을 개선하기 

한 서비스 제시’에 한 항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 다. 신 도출된 요인들은 응답횟수( 복 

카운  허용)를 통하여 요성을 측정하 으며, 3회 미

만으로 산발 인 응답률을 보인 요인은 제외하 다.

도출된 요인은 앞서 언 한 공공서비스 수출 로세

스 1)사업발굴  상국가 선정 2) 상국가 방문  사

업 비 3)사업심사 4)차주와의 의  계약 5)사업발

주  실시 6)사후평가를 기반으로 각 단계별로 정리하

다.

도출된 핵심 문제 요인을 기반으로 보다 실성 있고 

체계 으로 신서비스를 정의하기 해 FGI를 통하여 

신 서비스들을 정의하 다. 그 후 FGI를 통해서 도출 

된 6가지 신 서비스(세부 서비스 14가지)에 하여 

요도와 실행가능성 항목을 평가하는(7  척도) 2차 폐

쇄형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폐쇄형 설문조사는 수출 

사업 문가 15인( 기업: 동부 CNI, LG CNS; 견/

소기업: 유비텍(주), 투이컨설 , 니텍, 외정보

기술 등; 경 학과 교수)을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를 바탕으로 Portfolio Evaluation Quadrant분석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출 사업 시 문제  해결을 한 신 서비

스 우선순 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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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로세스

문제 응답횟수 요구사항 응답횟수

1단계
 

수원국의 사업 추진 배경 및 인프라 정보 등(현지 사
정) 6 국가별 최신이슈와 자금공여가능성 3

ODA 사업 리스트 및 규모 정보 2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 4
시장규모 및 향후 성장전망 정보 7
국내외 경쟁사 정보 및 시장경쟁 강도 정보 3
중소 IT기업 홍보 기회 마련 1
진출업체의 성공 및 실패사례 정보 등 1

수출기업 역량에 특화된 컨설팅 비용(중소기업 투자
비용 부담) 3

기업 역량 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3
해외진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1
국내에서 진행된 해외 컨설팅 자료 1

접촉하고 있는 에이전트의 신뢰도 검증 2 현지 한국 기업 정보(사업 진출내용 등) 2
대기업이 가진 인프라와 정보 공유 2 수출 프로세스 등 노하우 공유 1

2단계
 

수출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와 신뢰도 13 컨소시엄구성 시 믿을만한 전문기업, 유관기관 정보 8

수원국의 사업 관심도 파악 2
사업관련 의사결정자/조직정보
(조직구조, 주무부처 등) 4
이해관계자 초청 지원(정부관계자 등) 1

해외 사업이 가능한 독립 컨설턴트 선택 2 에이전트의 의사소통 역량(현지 전문용어 등) 4
에이전트와의 계약에 대한 노하우 1

기존 수출 정보의 일반적 정보, 제공기관별 파편화 정
보 1

현지기업 유통망 정보 2
현지 실사 시 사업 위험요소 파악 1
지역민 우호도 등 현지 환경 1
해당 국가의 실질적인 능력 파악 1

현지 정부나 업체 커미션 등에 대한 비용 1 F/S나 컨설팅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2
4단계 관련 법률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 3 정산관행, 계약 관련 정보 5

복잡하고 오래 소요되는 자본 프로세스 1 금융기관 보증의 까다로운 조건 완화 1

5단계

발주 사업정보를 통합 제공 기관 및 사이트 부재 3
발주정보의 국가별/산업별 모음 4
자금 조달 조건/상황 등의 사업 요구사항 2
사업발주의 투명성 및 공정성 보장 2
지자체자금 활용한 국가사업 기회 확보 1

사례와 지식 정보 공유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마련 3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정보 5
사고유형에 따른 대응체계와 실행 방안 내역 4

각종 해외인증 등 외국정부의 규제 1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정보(기업신용조사) 3
국가 이력정보 시스템의 주기적 업데이트 미비 1 각국의 담당자 정보 1
대기업의 횡포 문제 계약서에 미반영 1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원과 도움 1

6단계 공공영역 수출 기업이나 기관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
계 구축 3 운영기관(미정)의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수립 1

표 4. 공공서비스 수출시장 문제점 및 요구사항 도출 

Ⅳ. 신서비스 도출 및 우선순위 평가

1. 요구분석
요구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1단계(사업 발

굴조사  상국가 선정)에서는 수원국의 사업 추진 

배경  인 라 등 지 최신 정보에 한 발 빠른 처

능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 으로 도출되었으며, 해외 

마  문 인력 부족  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컨설  비용 등이 문제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

외 진출을 결정하기 한 기반정보(시장규모, 성장 망, 

자 공여 가능성 등)가 요구사항으로 언 되었다.

2단계( 상국가 방문  사업 비)에서는 실제 사업

추진을 한 단계로서 업을 한 신뢰성 있는 트  

선정이 가장 큰 이슈 는데, 이를 하여 에이 트, 유

기 , 주무부처 사업담당자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

다. 이밖에 지 문용어 사용 등 에이 트의 커뮤

니 이션 역량에 한 요구사항이 도출되었다.

3단계(사업심사)는 지원기 (수출입은행 등)과 수원

국 정부 간에 사업의 타당성  망에 하여 심사하

는 것이므로 수출기업 입장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차주와의 의  계약)에서는 련 법률  

정산 행, 계약 련 정보(통 정보, 인허가,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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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로세스

요구사항 신 서비스명 세부 서비스 서비스 개발 내용

1단계

국가별 최신이슈와 자금공여가능성 해외수출 
역량진단
(컨설팅)

1.현지정보제공
2.수출지원제도 정보제공
3.사업요구사항 정보제공
4.수출컨설팅

-수출준비 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최
적의 국가에 보유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후보국가 도출시장규모 및 성장전망 정보

기업 역량 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공공서비스 
해외수출 
정보마당
(정보)

5.유관기관 정보제공

-공공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라 한국형 
 공공서비스 소개
-관련 산업 종사자가 그들의 기술/시스템 
 소개 및 홍보 (ex. 위키피디아)
-수입국(에이전트)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바탕
으로 필요한 패키지(package) 구성이 가능

2단계
컨소시엄구성 시 믿을만한 전문기
업, 유관기관 정보

수출기업 
네트워크
(정보)

6.의사결정자 정보제공
7.컨설턴트 정보제공
8.전문인력 정보제공

-협업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정보 
 (해외기업, 에이전트)를 제공
-국내 수출기업정보 Pool 제공사업관련 의사결정자/조직정보

2/5
단계

정산관행, 계약 관련 정보 해외수출 
지식거래소

(정보)

9.법률 정보제공
10.상관습 및 유의사항 
    정보제공
11.에이전트 인증

-에이전트와 수출기업 등이 필요 
 지식정보를 서로 구매/판매
-지식거래(상관습, 조직정보, 최근 이슈 등)를 
활성화하고 수요자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정보 
에이전트의 신뢰도 측정

4/5/6
단계

사고유형에 따른 대응체계와 실행 
방안 상세 내역 소통의장

(시스템)
12.커뮤니티
13.사고대응체계 정보제공

-관련업계 네트워크 형성(Grouping)
-지식iN 기능
-지식마켓 거래에 필요한 1:1 질문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정보

5단계 발주정보의 국가별/산업별 모음 
수출정보 
안내지도
(정보)

14.발주정보 통합제공
-대륙지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올라온
 발주정보를 제공 및 기한이 지난 
 정보는 서비스별/연도별 추세로 분석

표 5. 공공서비스 수출사업 지원을 위한 신 서비스 도출

세/면세 등) 미비로 감수해야 하는 손해에 한 응책

이 요구사항의 주를 이루었다.

5단계(사업발주  실시)에서는 재 각 기 마다 산

발 으로 올라오고 있는 발주정보를 국가별/산업별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채 에 한 요구가 가장 컸다. 

한 사업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응할 수 있는 이스 별 응 략에 한 업체계구축 

 지식DB 마련에 한 요구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6단계(사후평가)에서는 본 랫폼의 운

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공공서비스 수출 기업이나 기

을 한 종합  지원체계구축이 문제 으로 지 되

었고, 정보 리 체계 구축  운  방안 수립이 요구사

항으로 언 되었다. 

본 요구분석에 따라 총 33가지의 요구사항이 도출되

었으며, 3회 미만의 산발 인 응답률을 보인 22개 요인

을 제거하면 11가지 요구사항이 도출되었다. 다수 응답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해외 진출을 결정하도록 

컨설  할 수 있는 도구와 해외 진출 시 업체계 마련, 

그밖에 발주정보를 포함한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최신 

정보(국가정보, 상 습, 법제도, 비즈니스 지원) 등이 새

롭게 도출되었다. 

2. 신서비스 도출
개방형 설문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

성 있고 체계 인 신서비스를 정의하기 해 문가 15

인으로 구성된 FGI를 통하여 신 서비스들을 정의하

다. 이를 통해 다음 [표 5]와 같이 수출 단계별 지원되어

야 하는 신 서비스 6가지를 도출하 으며, 세부 서비스 

14가지의 내용을 정의하 다. 

‘해외수출 역량진단 컨설  서비스’는 기존 KOTRA 

 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기업역량진단과 달리 기업

역량에 따라 진출 가능한 후보 국가를 도출해 주는 서

비스로서, 이를 통해 다른 기업(선도기업  업종평균 

비)과의 비교 수 을 측정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해

외수출 정보마당 서비스’ 국내 공공서비스  주요 기

술보유 기업을 홍보하기 하여 공공서비스 분류체계

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수출 가능한 서비스 패키지를 

소개하는 서비스이다. ‘수출기업 네트워크 서비스’는 기

존에 민간기업 특히 지사운 이 어려운 소기업의 경

우 더욱 근이 어려웠던 지 기업  에이 트와 국

내 수출기업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각 부처별 공공

정보의 개방과 연계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해외 수출 

지식거래소 서비스’는 법률정보 는 상 습 정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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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세부 서비스 항목 요도 수 실행용이성 수 합계 
우선순
(1-14 )

우선순
(1-6 )

해외수출역량진단
(컨설팅)

1.현지 정보제공 5.33 5.33 5.33 3

4
2.수출지원제도 정보제공 4.8 5.64 5.22 5
3.사업요구사항 정보제공 5.4 4.13 4.77 11
4.수출컨설팅 4.4 5.07 4.74 12

계 4.98 5.04 5.01 -
공공서비스 

해외수출정보마당
(정보)

5.유관기관(전문기업 등) 정보제공 5.13 5.47 5.30 4
2계 5.13 5.47 5.30 -

수출기업네트워크
(정보)

6.의사결정자 정보제공 6.53 4.2 5.37 2
37.컨설턴트 정보제공 5.4 4.8 5.10 6

8.전문인력 정보제공 5.6 4.13 4.87 10
계 5.84 4.38 5.11 -

해외수출 지식거래소
(정보)

9.법률 정보제공 5.33 4.8 5.07 7
510.상관습 및 유의사항 정보제공 5.13 4.8 4.97 8

11.에이전트 인증 5.2 3.87 4.54 13
계 5.05 4.35 4.86 -

소통의 장
(시스템)

12.커뮤니티 4.87 4.93 4.9 9
613.사고대응체계 정보제공 4.53 3.93 4.23 14

계 4.7 4.43 4.57 -
수출정보안내지도

(정보)
14.발주정보 통합제공 5.87 5.33 5.6 1 1계 5.87 5.33 5.6 -

표 6. 폐쇄형 설문 문항별 측정 결과(7점 척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구매하고 

평가를 통해 정보 제공자의 신뢰도를 인증하는 서비스

로서 효과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지식거래 

로세스와 평가체계에 한 설계  과  체계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소통의 장 서비스’는 기존 커

뮤니티 서비스를 보다 최 화하여 참여 기업 간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서비스

로서 이를 해서 소셜 랫폼(Social Platform) 구축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정보 안내지도 서비

스’는 특히 견  기업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한 서

비스로서 각국의 발주정보를 한데 모아 필터링해주는 

서비스이다. 기존 DEVEX사이트를 보완하여 근성이 

편하고 가독력이 높으며(입찰개요, 로젝트정보, 담당

자 정보, 첨부 일), 복자료가 은 사이트의 개발을 

요구하 다.   

공공서비스 수출은 정부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외국

정부를 상 로 수출한다는 특성상 정부의 운 경험과 

노하우 수 등 기업과 정부의 포 인 력과 정부차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도출된 서비스 역시 일반 민간 

기업에서 근하기 어려운 수출 상국가의 조직도  

의사결정자 정보 그리고 사업기획의도와 참여기업 정

보 등의 요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  운 주체는 범 한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

으며 상국가의 고 정보 수집이 가능한 정부에서 담

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우리정부의 신뢰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해외사업 유치에 정 인 향을 

 수 있다. 

한편, 신 서비스의 실제 도입을 해서는 운   비

즈니스모델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를 통해 일부 서비스(‘수출 컨설  서비스’ 등)에 해

서는 민간 컨설 기업의 참여를 통해 부분  수익모델

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 신서비스의 우선순위 도출 결과
3.1 측정항목별 점수평가
앞서 FGI를 실시하 던 동일 문가 집단을 상으

로 6가지 신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우선 으로 도입해야 

할 서비스를 도출하기 하여 14가지 세부 신 서비스에 

한 요도와 실행용이성 항목을 축으로 수평가(7

 척도)를 실시하 다. 수평가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신서비스 6가지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최소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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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4.7, 실행용이성 4.35로 나타났으며, 최 값은 

요도 5.87, 실행용이성 5.47로 나타났다. 요도와 실행

용이성 모두 최소값을 기 으로 보면 높은 수를 얻었다.

상  랭크된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5단계 사업발주  

실시에 필요한 서비스로서 ‘수출정보 안내지도 서비스’

가 1 를 차지하 다. 구체 인 서비스로 ‘발주정보 통

합제공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이는 기존의 발주정보들

이 기 마다 편재되어 있어 효율 으로 활용하기 어려

웠던 발주정보를 나라별/산업별, 지 사정, 사업추진 

배경, 각국별 ODA 규모 정보 등으로 찾아보고 리하

기 쉽게 통합 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재 공공

서비스 수출을 희망하고 정부의 지원책이 실한 기업

은 소기업들로 소기업들은 수출에 련 있는 반

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2 는 1단계 사업발굴  상국가 선정에 필요한 서

비스로서 ‘공공서비스 해외수출 정보마당 서비스’가 차

지하 다. 구체 인 서비스로 ‘유 기 ( 문기업 등)

정보제공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이는 공공 서비스 수출

의 기회 발굴을 해 필요한 유 기   문기업들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3 는 2단계 상국가 방문  사업 비에 필요한 

‘수출기업 네트워크 서비스’가 차지하 다. 구체 인 서

비스로 ‘의사결정자 정보제공 서비스’, ‘ 문인력 정보

제공 서비스’, ‘컨설턴트 정보제공 서비스’를 포함하는

데, 공공서비스 수출은 상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 국가의 사업 의사결정자가 사업 진행에 있어 요

하며, 반드시 지 문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밖에 4 는 ‘해외수출 역량진단 서비스’, 5 는 ‘해

외수출 지식거래소 서비스’, 6 는 ‘소통의 장 서비스’, 

7 는 ‘법률 정보제공 서비스’, 8 는 ‘상 습  유의사

항 정보제공 서비스’가 차지하 다. 이를 통하여 공공서

비스 수출 사업화를 해 필요한 신서비스  수출 시 

필요한 반 인 정보 제공 서비스가 핵심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신서비스 우선순위 도출
문가 FGI를 통해 도출된 상세 신 서비스 14가지를 

상으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우선 으로 도입해야 할 

서비스를 도출하기 하여 요도와 실행용이성 항목

에 한 수평가(7  척도)를 실시한 결과를 토 로 

Portfolio Evaluation Quadrant분석 한 결과는 다음 [그

림 2]와 같다. 

6가지 신서비스의 상세 서비스인 14가지의 각 신서비

스의 요도와 실행용이성 수를 살펴본 결과 수의 

폭은 요도 4.40～6.53, 실행용이성 3.87～5.64로 요

도의 차이가 소폭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체 신서비스 

 가장 요하고 실행이 용이한 서비스로는 (Ⅰ사분

면) 1단계 사업발굴 조사  상국가 선정단계에서의 

‘발주정보 통합제공 서비스’로 나타났다. ‘발주정보 통

합제공 서비스’는 나라별/산업별, 지 사정, 각국 ODA

규모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재 여러 부처에

서 제각기 다른 양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발주정보를 공

통 된 양식으로 통합 으로 열람하길 희망하는 요구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상된다. 

다음으로 요성은 높으나 실행용이성이 상 으로 

낮은 서비스는(Ⅳ사분면) 2단계 상국가 방문  사업

비 단계에서의 문인력 정보제공 서비스’와 ‘의사결

정자 정보제공 서비스’로 나타났다. ‘ 문인력 정보제공 

서비스’는 마  는 지 언어가 능통한 해외 문 

인력  수출에이 트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아

직까지 공공서비스 수출을 한 문 인력 확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신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문 인

력 Pool제공이 과제로 남아있다. ‘의사결정자 정보제공 

서비스’는 수원국의 사업과 련이 있는 의사결정자  

조직에 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상 국가의 

조직 상황에 향을 많이 받는 것에 한 한계 에 기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 로 실행용이성은 높으나 요성이 상 으로 

낮은 서비스는(Ⅱ사분면) ‘유 기 ( 문기업 등)정보

제공 서비스’, ‘수출지원제도 정보 서비스’, ‘ 지 정보제

공 서비스’, ‘수출컨설  서비스’, ‘컨설턴트 정보제공 서

비스’, ‘법률 정보제공 서비스’, ‘상 습  유의사항정보

제공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이미 KOTRA  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

에서 일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주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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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정보 안내지도 서비스, ■해외수출 역량진단 서비스, ▶공공서비스 해외수출 정보마당 서비스, 
▲수출기업 네트워크 서비스, ▼해외수출 지식거래소 서비스, ●소통의 장 서비스

그림 2. 공공서비스 수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 서비스 우선순위(중요도, 시급성 기준)

선  통합된 정보를 제공으로 향상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실행용이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상된다. 

한편, 요성과 실행용이성이 모두 낮아 다른 서비스

들에 비해 상 으로 늦게 도입해도 되는 서비스는(Ⅲ

사분면) ‘사고 응체계 정보제공 서비스’, ‘에이 트 인

증 서비스’, ‘사업요구사항 정보제공 서비스’로 나타났

다. 이는 ‘사고 응체계정보제공 서비스’는 사업진행 시 

사고유형에 따른 응체계와 실행방안 정보를 제공하

는 서비스로 재 한정된 공공서비스 수출에 한 비공

식 인 정보를 공식화 시키는 것에 한 실  실행가

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이 트 인증 서비

스’와 ‘사업요구사항 정보제공 서비스’ 한 비공식 으

로 활동하는 수출에이 트에 한 신뢰도 인증의 어려

움과 상국가 방문 시 사  작업을 한 인맥 등의 정

보 수집에 한 한계 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도  실행용이성의 2가지 평가항목을 축으로 구

성해본 4분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6가지 신서비스의 

세부 인 14가지 서비스 우선순 를 비교해 본 결과, 

‘수출정보안내지도 서비스’  ‘발주정보 통합제공 서비

스’가 가장 우선 으로 도입되어야 할 서비스로 평가되

었다. ‘수출기업 네트워크 서비스’  ‘의사결정자 정보 

제공 서비스’, ‘ 문 인력 정보제공 서비스’의 요도가 

높게 나타나 우선 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평

가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자정부의 국제  상 강화  수출 강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한 수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 분산된 정보와 행정체계 속

에 공공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하여 수출 사업화 

지원을 한 신서비스 개발을 목 으로 한다. 

이에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수출 로

세스 별 공공서비스 수출 시장의 문제   요구사항을 

도출 하 다. 한, 공공서비스 수출 사업 문가  이

해 계자들을 상으로 신서비스를 도출하고 요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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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용이성 항목을 측정하여 신서비스 도입의 우선순

를 평가하 다. 

개방형 설문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출 사업의 문제

을 도출한 결과, 수출 2단계( 상국가 방문  사업

비)에서 실제 사업추진을 한 업 상으로서 신뢰성 

있는 트  선정이 가장 큰 이슈 으며, 이와 더불어 

사업 련 의사결정자  조직정보 등이 요구사항으로 

도출되었다. 그밖에 련 법률  정산 행, 계약 련 

정보(통 정보, 인허가, 상거래, 세/면세 등) 미비로 

감수해야 하는 손해에 한 응책  발주 사업 정보, 

그리고 공공 역 수출 기업이나 기 을 통합 으로 

리하기 한 종합  지원체계에 한 요구사항이 도출

되었다. 

개방형 설문 결과에서 빈도수가 높게 측정된 요인들

을 상으로 FGI를 통하여 도출된 신 서비스는 ‘해외수

출 역량진단 컨설  서비스’, ‘공공서비스 해외수출 정

보마당 서비스’, ‘수출기업 네트워크 서비스’, ‘해외 수출 

지식거래소 서비스’, ‘소통의 장 서비스’, 그리고 ‘수출정

보 안내지도 서비스’로 총 6가지(14가지 세부서비스) 다.

다음으로 신서비스의 우선순  평가를 해 공공서

비스 수출 사업 문가  이해 계자 15인을 상으로 

7  척도를 활용하여 요도와 실행용이성을 평가하

다. 그 결과, ‘수출정보 안내지도 서비스’가 1 를 차지

하 는데, 특히 견  기업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

한 서비스로서 각국의 발주정보를 한데 모아 필터링해

주는 서비스이다. 기존 DEVEX사이트를 보완하여 

근성이 편하고 가독력이 높으며(입찰개요, 로젝트정

보, 담당자 정보, 첨부 일), 복자료가 은 사이트의 

개발을 요구하 다. 다음으로 2 는 ‘공공서비스 해외

수출 정보마당 서비스’가 차지하 으며, 3 는 ‘수출기

업 네트워크 서비스’가 차지하 다. 이는 공공서비스 수

출은 상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 국가와 사업

에 한 반 인 이해가 상당히 요하며, 반드시 

지 문가와의 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밖에 4

는 ‘해외수출 역량진단 서비스’로 공공서비스의 수출을 

희망하는 소기업이 자사의 재 치를 외부 컨설  

업체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여 탁하는 것은 자 조달

측면에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역량진단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는 ‘해외수출 지식거래

소 서비스’, 6 는 ‘소통의 장 서비스’가 차지하 다. 이

는 공공서비스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별 패키지로 수출

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을 요시 여겨 서비스 련 

이해 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

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요

성과 실행용이성을 각 축으로 살펴본 결과, 상 으로 

요성이 실행용이성 보다 높게 나타난 서비스는 ‘의사

결정자 정보제공 서비스’와 ‘ 문인력 정보제공 서비스’

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결정자 정보제공 서비스’는 가

장 요한 서비스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상국가를 방

문하여 사  작업 시 필요한 인맥정보, 조직정보 등 

지 문가에 한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정보는 민간기업에서 근하는데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정부의 극  개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가 미흡했던 공

공서비스 분야에 문가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수출 

사업의 문제  분석하고 요구사항 분석  평가를 바탕

으로 신 서비스 우선순 를 도출하 다. 이는 향후 공

공서비스  공공서비스 수출 련 연구의 기  자료로

써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서비스 수출의 특성상 정부의 운 경험과 

노하우 수 등 기업과 정부의 포 인 력과 정부차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 서비스 도입에 선행

하여 각 부처별 공공정보의 개방과 연계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한 신 서비스의 실제 도입을 해서는 실

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소셜 랫폼의 도입이 요구되며, 

효율  운 을 한 비즈니스모델에 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이를 통해 일부 서비스(‘수출 컨설

 서비스’, ‘해외 수출 지식거래소 서비스’ 등)에 해

서는 민간 컨설 기업의 참여  과 체계 연구를 통해 

부분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효과 인 비책으로 제안된 신 서비스를 순차

으로 개발하고 실행한다면 공공서비스 수출에 한 

통합 인 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출 담당

자들의 원활한 업무 리 뿐만 아니라 사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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