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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정부지원 심 스타트업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부의 공공정책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 다.

이를 해 2018년에 설립한 청년창업자의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 비창업자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 을 악하고, 정부지원

심 스타트업을 비하는 과정에서 비창업자가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그리고 정책 상수요자 심의 스타트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멘토링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지원 심 스타트업을 비하는 비창업자를 한 공공정책서비스 개발에 공공서비스디자인의 로세

스와 방법론을 채택 용하는 것이 유효함을 보 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가 공공정책서비스를 개발 개선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K-스타트업, 정부지원, 공공서비스디자인, 멘토링서비스, 사업계획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barriers to entry into the government- supported startups an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policy services of the government. To do this, we identify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that pre-founders are experiencing through startup cases of young entrepreneurs established in 2018, 

and provide practical help for pre-founders to experience their utility in preparation for government-supported 

startups, the need for public services to do so. And to propose a mentoring service to help the successful startup 

of policy-oriented user. This study is effective to adopt and apply the public service design process and methodology 

to the development of public policy service for the pre-founder who is preparing for government support centered 

startup.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presents one approach that can be considered when the government wants 

to develop and improve public polic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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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배경과 목적 

재 청년실업의 문제는 우리 경제에 보내는 ‘ 험한

시그 ’이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더욱 악화되면서 고용시

장의 질도 더불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성장

주도정책에도 불구하고 구지역 실업률은 년 비

0.7%포인트(P) 증가한 4.2%이고, 실업자 수는 년 비

1만 명이 증가하여 재 5만5천명에 달한다[1]. 실업률의

증가는 다시 자 업자들에게도 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아 피고용자들뿐만 아니라

고용자들마 태롭게 하는 등 악순환을부추기고 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정부는 올해보다 내년

에 창업 련 산을 폭 확 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속

인 지원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3]. 이러한 추세와 함께,

경제 성장과 낮은 취업률로 인한 청년실업에 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스타트업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스타트업 정부정책지원의 범 도

확산 다양해지고 있다[4]. 스타트업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신 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신생 벤

처기업을 가리킨다[5].

그러나 스타트업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비창업자들

은 많은 고민과 비 과정, 그리고 여러 난 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비 차가 비

창업자의 발목을 붙잡는다. 비창업자가 정부의 지원

정책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하더라

도 실질 지원을 받기까지 어려움이따른다는 목소리가

장에서 꾸 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근성과 편이

성이 떨어지는 재의 지원 체계는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6].

본 연구는 복잡하고 어려운 차상의 문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운 되고 있는 한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 정부지원 심 스타트업 비과정을 좀 더 수월하

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멘토링서비스를 개발하고

자 한다. 한, 비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 을

극복 해결하기 한 연구가 미흡하며, 스타트업에

한 심리 정서 인 안정을 한 지원체계인 스타트

업 멘토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지원 심 스타

트업 비창업자들이 정부지원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스

타트업 지원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

록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해 공공정책이 보다 효과 으

로 개선하기 함이다.

1.2 연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비창업자들의 입장에서 스타트업의 비

과정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단계에서부

터 멘토링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목 을 둔

다.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한 생활 편의 랫폼을

제공하는스타트업의 일례를 들어논의를 진행하려한다.

분석의 상으로 삼은스타트업은 최근소규모 1인가

구가 증가하는 경향으로부터 착안한 사업이다. 이 스타

트업은소규모 1인가구의 주거 공간이 소하여 짐보

이 마땅치 않다는 에 주목하 다. 계 의류 계

스포츠 용품 등을 신 보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창출하겠다는취지에서 시작되었다[7]. 그러나 이

스타트업의 창업자는 서비스의 목 과 컨셉은 명확하게

도출하 지만, 사업화 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스타트업 창업자 외에도 많은 비창업자들이 스타트

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의 차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타트업 비 과정에 멘토링서비

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비창업자들이 좀 더

쉽게 정부지원정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한다.

이를 한 논의의과정은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 배경

을 통해 스타트업과 연계된 멘토링, 공공서비스디자인에

한 개념과 황을 이해한다. 이어서 사례연구를 진행

함으로써 멘토링서비스의 효용성을 도출하고, 실제 용

방법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디자인을 마련함으

로써 비창업자의 국가지원 심 스타트업 비를 한

멘토링서비스 활용 방향성을 제시한다.

2. 론적 배경

2.1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청년 실업, 창업에 한 심 증가, 융·복

합 기술의 발 과 활용 범 의 확산, 정부의 스타트업 육

성 정책등 다양한 측면에서주목받고 있다[8]. 특히스마

트폰의 등장 이후 스타트업은 차 역을 확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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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첨단 기술의 효용 범 가 소비자들의 일상생활

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스타트업이란 신 기술과 아이디어

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다[9]. 시작

단계의 스타트업들은 일반 으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창업자들은 시장에 한 조사와 개발에 주

력한다. 그리고 스타트업에 한 정책 지원을 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참여 유도형 스타

트업 지원에 집 하고 있다[10].

우리나라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은 단계별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스타트업 비단계와 실행단계를 구분하

여 각 단계에맞게 지원하고 있다. 기 성장 기업에게는

자 지원에 을 맞춘다. 자 지원은 다시 스타트업

비단계에서의 지원과 스타트업 실행단계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구분된다[11].

스타트업 사업지원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지원

서를 수하고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단계이다. 비창업

자가 제안한 아이디어에 한 단순평가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 2인 이상의 사업화 랫폼의 멘토가 비창

업자의 아이디어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조언과 함께 댓

의 형태로 게시한다. 둘째, 온라인 멘토링 단계이다. 2

명 이상의 문가가 멘토가 되어 30일간 온라인멘토링을

수행한다. 셋째, 경쟁을 통해 아이디어의 발 을 성취하

는 단계이다. 우수한 아이디어로 선발되기 해 가상 투

자를 시행한다. 게임에서 경험치를 쌓아 벨을 높이듯

이, 가상 투자를 바탕으로 성과를 쌓아 아이디어를 발

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하

기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1:1 멘토링 단계이다. 30일 동

안 1명의멘토와 함께 집 인 멘토링을 거친다. 비창

업자의 아이디어가 성공 인 스타트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구체 이고 문 인 지식에 한멘토링이 진행

된다[12]. 지 까지살펴본사업 차는아래Fig. 1과같다.

Fig. 1. Business Procedure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극 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은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이끄는 데 큰 몫을 해왔다. 각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 로그램을운 하여 스타트

업의 성장에 일면 기여하고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기

에서 유사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는

비창업자로 하여 합한 로그램을 찾는 것을 어렵

게 하고, 각 로그램마다 지원 차가 상이하기 때문

에 지원과정을 번거롭게 한다. 무엇보다 정책 상수요자

인 비창업자가 어떤 부처 는 기 에서 자신이 필요

로 하는 지원정책을 제공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 가

장 큰 문제이다[13]. 그러므로 스타트업 정부지원정책은

비창업자를 한 공공정책에 한 서비스가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2.2 스타트업 링

스타트업 멘토링에서 멘토는 해당 분야에 한 문

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멘토는 멘티가 자

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스타

트업 비과정에서 멘티가 단이나 결정 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

지자의 역할을 한다[14].

스타트업 멘토링의 기능은 송종호(2011)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스타트업 지원 로그램에서 청

년창업 성공확신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투자 융자

지원, 기술 경 컨설 지원, 마 홍보 지원, 사

교육 로그램 운 을 들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

으로 할 때 스타트업 지원 로그램이 스타트업 성공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 지원과 스타트업 안

내 수 을 넘어서 문제 해결식의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5].

비창업자들은 정부의 창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

는 자기진단키트를 활용하여 본인의 창업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본인의 사업 역량과 사업 아이템의 부

족한 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

비창업자들은 창업 교육과 창업 멘토링에 참여함으로

써 미진한 을 극복·개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서 비즈니스모델의고도화를 한기 를마련한다.

2018년 정부창업지원사업 참고 자료를 살펴보면, 멘토

링 컨설 분야에는 8개의 하 사업이 포함되어 있

다. 지역 신생태계구축지원과 아이디어 사업화, 멘토역

량강화 지원, 기업가정신 로그램,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멘토링, 크라우드펀딩 컨설 지원, 벤처·창업인턴제,

신형 스타트업 유도 로그램, 기술·경 략 컨설 지

원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아이디어 사업화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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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랫폼 운 ’에 을 두어 비창업자의 창의 아

이디어를 극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가 스타트업으로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16]. 하지

만 정책 상수요자들은 스타트업 기 비과정부터 어

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비창업자들이 수월하게 정부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2.3 공공 비스디

국내 서비스디자인은 민간분야보다 공공분야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먼 공유되었다. 이는 공공분야의 정부

R&D에서 서비스디자인을 극 으로 도입한 결과이다.

이후 차 서비스디자인의 가치에 한인식이 민간분야

로 확 되었다[17].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정책 상수요자를 심으로 하

는 하나의 략으로써 디자인을 활용한다. 서비스를 실

제화·시각화하여 정책 상수요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정

책에 근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디자인

은 해결책을 도출하는 서비스 개발 방법론이라 할 수 있

다[18].

그리고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공공서비스와 서비스디

자인이 합쳐진 개념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디자인

으로 개선하고 개발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

반 으로도 정 인 시 지 효과를 가져와 정책 상

수요자들의 공통 인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

도록 돕는 역할로 수행해오고 있다[19].

기존의 공공서비스는 공 자 심으로 설계되었다. 그

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더욱이 세심하고 효율 으로 디자인된 민

간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수요자들은 기존의 공공서비스

에 해 불편함을 느끼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개선에

한 기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기존 정책을 개선하기

해 정책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 한 맞춤형통합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20]. 그러

나 공공기 은 국민들의 경험 가치를 높이기 해서

공공서비스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그 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

민 심으로 공공서비스 개발을 한 체계 인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21]. 따라서 공공서비

스디자인은 정책 상수요자를 심으로 설계되어야 한

다. 이들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공공서비스디자인을 마

련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비창업자들은 정부지원 심 스타트업을 시도할 때

기 비단계에서부터 난 에 착한다. 비창업자들

은 특히 첫 단계이자 필수 인 단계인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를 어려워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 멘토링서비

스의 필요성이 두된다.

지 까지 살펴본 바, 기존의 지원 로그램에서는 이

부분에 한 멘토링서비스이 부재한 것을 발견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론과 로세

스를 바탕으로 하여 비창업자들에게 실질 인 도움이

되는 멘토링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3. 사례연

본 연구는 20 후반의 청년이 2018년 1월에 설립한

‘MAKKIDA’라는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을 상으로

사례연구를진행한다. 이 랜드는 소규모 1인 가구의 짐

을 신 보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간 신을

추구한다. ‘MAKKIDA’는 청년창업에 해당하며, 이 랜

드의 기획과정부터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 는데, 지원받

기 힘들어서 포기하 다는 에서 본 사례연구의 상으

로 합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자의 입장에서 정부지원 심의 스

타트업을 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악하

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해서, 2017년 12월

부터 ‘MAKKIDA’ 랜드를 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

하 다.

스타트업을 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

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단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서에는 많은 문용어들이 포함되어 있

어서 작성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한 사업계획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 복잡하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고 련 자료를 첨부하는 차가 까다롭다.

결론 으로 본연구는 비창업자 1년미만의 청년

창업자에게 실질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링서비스

의 개발을 제안하는 논의이다. 이를 해 행정자치부에

서 표 화한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를 사용하여 정책 설

계과정에 디자인기법을 용하고자 한다. 지 부터 서비

스디자인 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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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멘토링서비스 개발에 바탕으로 삼은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는 ‘이해하기-발견하기-정의하기-발 하기- 달

하기’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차는 아래 Fig. 2

와 같다.

Fig. 2. Service design process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는 총 다섯 단계로 구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 달하기’를 제외한 네 단계만 고려한다.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실제로 용하는 단계는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수요자들의 피드백을

반 하는 수 의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하 다. 서비스디

자인 로세스에서 다섯 번째 단계인 ‘ 달하기’를 제외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을 본 연구의

한계로 미리 밝 두는 바이다.

3.1 해하기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상서비스의 외부·내부 환경

에 한 반 인 조사와 이해를 통해 서비스디자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디

자인을 한 이해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스타트업의 성

공을 좌우하는 사업계획서에 한 반 인이해가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의 공공정책과 서비스가 놓여있는

상황맥락을 악하기 해 데스크 리서치를 진행하 다.

근하기 쉽고 최신 이슈를 빠르게 악할 수 있는 언론

보도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 다.

사업계획서는 정부지원을 받기 한 필수 인 차이

기도 하다. 한편 사업계획서 작성 시 비창업자들이 느

끼는 부정 인 감정은 비창업자들이 사업계획서 작성

을 포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래 Table 1과

같이, 정부지원 심 스타트업 사업계획서에 한 멘토링

로세스는 찾기 어렵다.

Place
Way

Process
On/Off line

Ideamaru Online
Suggest Idea→Promote Idea→
Online startup training→Mentoring

Creation
Economic
Innovation
Center

Online
(One Stop
Service)

Providing customized
information→Providing core-based
services→Mentor service→Providing
link service

K-startup On/Off line
Idea finding·accepting→Online
mentoring→Excellent idea
selection→Focus mentoring

Table 1. Government support centered startup 

preparation for mentoring process

재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되기 한 경쟁은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비창업자들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인 측면에서도 차별화되고 독

창 인 략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2].

본 연구는 정부지원 심 스타트업을 비를 한 멘

토링서비스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주목하 다.

이를 나타내면 아래 Fig. 3과 같다.

Fig. 3. Case study process

3.2 제발견 

‘문제발견’ 단계에서는 정책 상수요자의 경험에 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재의 정책 상서비스는 정책 상수요자가 활용하기에

합하지 않음을 논하고자 한다.

재 정부는 스타트업과 련하여 정부지원의 행정체

계의 범 를 범 하게 확장시키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창업자들은 필수 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정책 상수요자는 어려운

문 용어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한 복잡한 차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 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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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지원정책의 문제 을 악하기 해 정부의 창

업포털사이트인 ‘K-스타트업’를 살펴보려 한다. ‘K-스타

트업’은 창업 비단계에서부터 창업 후 성장단계까지

( 비)창업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

‘K-스타트업’의 정부지원 사업은그 성격에 따라매우

다양한 조건으로 나뉜다. 비창업자들은 ‘K-스타트업’

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사업공고에서는 사업의 목 과 성격, 지원규모 기간,

신청자격, 평가 차와 기 , 신청기간, 제출 서류, 문의처

등의 항목을 알수 있다. 정부지원 심의 스타트업을

비하는 비창업자들은 이곳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사업계획서의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창업자들

은 해당 양식에 맞추어 사업계획서 항목을 기재하면 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여 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확한 문제를 발견하기 해 비창

업자 1년 미만 청년창업자를 상으로 인식 조사와심

층인터뷰를진행하 다. 인식 조사의결과, 조사 상자들

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어려워하는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Table 2와 같다.

Date·
Place

Target Problem Key point

2018. 3. 14
Cafe

Younger
founder of less
than one year

Hard

I don't know
how to write.
→ Do I have
to fill out a
business
plan?

Difficulty terms

2018. 3. 21
Cafe

Pre-
founder

Difficulty

Difficulty
understanding

2018. 3. 28
Cafe

Pre-
founder

Don't know

Complex
procedure

Table 2. In-depth perception survey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비창업자를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조사 상자들에게

사업 계획서 작성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을 확인

하 다. 이는 아래 Fig. 4와 같다.

Fig. 4. In-depth interview

핵심 인사이트는 비창업자들에게는 사업계획서 작

성의 길잡이 역할을 해 가이드라인 툴킷과 같은 멘

토링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이다. 정부지원 심으로 스

타트업을 비하는 단계부터 체계 이고 실질 인 멘토

링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 인 멘토링

로세스를 제시하면 아래 Fig. 5와 같다.

Fig. 5. Mentoring Process

3.3 아 디어수립 

정책 상수요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것은 작성 방법에 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는 수요자

들에게 직 이어야 하고 쉽게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수요자가 창의 으로 사

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툴킷 가이드라인, 즉 멘토

링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앞서 문제발견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퍼소나와 고객여정지도를 정리하여, 핵심문제를 도출하

고 문제해결방법을 설정하 다. 먼 , 퍼소나를 통해 니

즈와 서비스 련 목표, 서비스 좌 요소, 서비스 사용

제공의 황의 기능으로설명할 수 있다. 서비스와

련된 니즈는 정부지원 심 스타트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이며, 목표는 실패에 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한 서비스의 좌 요소는 복잡한 차와 자료 정보들

이 미흡함으로 자신감이 하락된다. 이 들을 보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시 멘토링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래 Fig.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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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ersona 

다음으로, 비창업자의 경험을통해 핵심이슈와 문제

발생시 을 도출하 다. 고객여정지도를 통해 정책 상

수요자의 경험을 가시 으로 표 하여 주요 을 발췌

한 결과이며, 아래 Fig. 7과 같다.

Fig. 7. Customer Journey Map

내용을 토 로 하여, 비창업자와 문가의

에서 주요 쟁 과 요구를 분류하 으며, 이를 심으로

핵심이슈는 시각화와 활용도, 근법으로 주요 키워드가

도출하 으며, 아래 Fig. 8과 같다.

Fig. 8. Key Issue Deduction

마지막으로, 지 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난 문제발생지

으로부터 기회요소를 발견하고, 기회요소를 심으로

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수립하 다.

Fig. 9. Service Goal Establishment

제시한 서비스의 주요한 목표는 비창업자들에게 사

업계획서 작성 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툴킷을 제공하는 멘토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아래 Fig. 9와 같다.

3.4 해결책 체화 

지 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최종 서비스 컨셉을 개

발하고자 한다. 먼 , 비창업자들이 수월하게사업계획

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멘토링서비스의 방향을 컨셉 스

치 과정에 반 하 으며, 아래 Fig. 10과 같다.

Fig. 10. Concept Sketch

비창업자들은 수월하게 정부지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사업계획서 작성

시 생겨나는 불안함과 좌 감 등의 부정 인 감정들을

해소시키기 한 멘토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출된

서비스디자인의 최종 컨셉이다.

이 컨셉의 장 은 비창업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

며, 자신감도 한층 상승시켜 다는 데있다. 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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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실시간 정보, 시각화 정보를 통해 비창업자들

이 서비스를 만족함과 동시에 흥미있고상호 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반면 단 은 수요자의 다

양한 요구들을 모두 반 하게 될 경우 화면 구성이 복잡

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 비창업자의 정부지원 심 스타트업 비를

한 멘토링서비스’의 상세한 정보를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하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설정하 다.

이는 앞서 살펴본 고객여정지도 내 문제발생지

(Pain Point)으로부터 나타난 문제 을 개선하고 어려움

을 극복하기 함이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멘토링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비창업자가 성공 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고, 스타트업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

포그래픽과 같은 한 에 알아보기 쉬운 정보나 동 상

으로 자료를 활용하여 도와주기 함이다. 이러한 멘토

링서비스는 비창업자에게 효과 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달해주고, 서비스가 달하는

핵심가치에 해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나

타내면 아래 Fig. 11과 같다.

Fig. 11. Service Scenario

4. 결론

정책 상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

기 해서 기존의 정책서비스는 꾸 히개선·개발되어야

한다. 특히스타트업에 한 정부지원정책이확 되면서,

비창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스타트업을 한 다양한 지

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창업자들이 정부지원 심 스타트

업 기 비과정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이러한 이유로 스타트업 포기하는 비

창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문제 으로 지 하 다.

이로부터 기존의 정책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에는 부족하므로, 정책 상수요자들에게 실질 인 도움

을 멘토링서비스의 도입 필요성을 감하 다.

이 같은 문제 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해서 본 연구

에서는 비창업자에게 실질 으로 도움이 필요한 단계

에서 멘토링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하 다.

멘토링서비스를 통해서 비창업자들이 정부지원

심 스타트업에 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방향을 설정하

다. 비창업자의 정부지원 심 스타트업의 기 비

과정을 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을 둔 서비스디자인

을 설계하고, 비창업자와 문가의 을 통해 멘토

링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 다.

비창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성공 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략으로 ‘인포그래픽’과 장에서 ‘집 멘

토링’을 설정하 다. 이는 비창업자들이 불편함과 어려

움을 겪는 부분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한 아이디어를 수립하고 해결책을 구체화

한 결과물이다.

지 까지 본 연구에서는 비창업자들이 정부지원

심 스타트업을 비하는 과정에 실질 인 도움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그 방안을 제시하기 해서 서비스디자인의 로세스와

방법론을 극 으로 활용할 것을 논의하 다.

본 연구가 궁극 으로 지향하는 바는, 정부지원 심

스타트업과 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차로 이루어진 공

공서비스는 정책수요 상자들에게 실질 인 도움을 받

도록 하며, 만족할 수있는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나

아가, 후속연구에서는 정책수요 상자들을 한 체계

인 멘토링서비스에 한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

다. 보다 좀 더 효과 인 멘토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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