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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의 디지털화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18. 4. 27. SW산업기획팀 김현환 수석 (winipe@nipa.kr)

Ⅰ. 디지털 국가, 에스토니아 개요

1

에스토니아 현황

□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에스토니아는 대한민국의 절반 면적
(45,228

㎢)에 인구 130만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ㅇ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덴마크, 독일, 스웨덴, 러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대부분 집에 전화기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시기가 존재

□

하지만, 인터넷 접근권을 ‘국민기본권’으로 선언, 산골마을에까지

․ ․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투표 납세 진료 등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ㅇ 세계에서 처음으로 총선에 전자투표를 도입(2005년) 했고, 블록체인
*

기반 전자서명 기술도 최초로 개발하여 공공서비스에 적용

* (‘05)2% → (’09)15% → (‘15)30.5% 로 전자투표 참여율 증가

□

2017년에는 EU 28개 전 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정상회담을 개최, 디지털 최강국으로 재인식

ㅇ 인터넷 전화업체 스카이프, 개인간 해외송금업체인 트랜스퍼와이즈를
배출하면서 유럽 스타트업 메카로 자리 매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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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의 7%, 전체 고용의 9.3%, 수출의 14.2%를 ICT 분야가 담당(출처 : 한국경제)
2

□

디지털 국가로의 혁신을 위한 에스토니아 노력
(동인)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독립직후 국가 자체를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살길이 없다는 생각으로 국가 혁신을 추진

ㅇ 200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기반 국가 시스템을 구축,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5개 국가인 디지털 5 (Digital 5)*의 일원으로 합류

* 한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영국, 에스토니아

ㅇ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민 코딩교육 강화, 블록체인 기술기반으로
정부 시스템 개혁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

* 유치원때부터 코딩교육을 권장, 초등학교에서는 코딩교육을 의무화

□

(위기)

2007년 은행, 의회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 서비스 등이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국가 마비 사태를 경험

ㅇ 정부, 의회 및 정당들과 뉴스 기관들의 공식 홈페이지가 3주 동안
계속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기의식 팽배

* 국가 간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제법 수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13년, NATO 탈린 매뉴얼 발표)

□

(확산)

전자영주권(e-Residency)는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국가 혁신을

상징하는 대표적 서비스로 인식(‘14.12월부터 발급 시작)

※ 전자영주권 보유자가 3만명(150개국)이 넘어섰고 이들이 세운 기업도 3,000개를 돌파
- 2 -

2018 SW산업 이슈리포트

ㅇ

의료의 경우, 디지털 처방전을 활용하면서 온라인으로 의료보험

□

에스토니아는 ‘Digital Agenda 2020 For Estonia’를 수립하고

거래를 하고 병원에서의 대기 시간이 1/3로 감소

‘Better life for People(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의 비전 수립

참고1

Digital Agenda 2020 for Estonia

□ 비전

□

History

출처 : Global Insight(KCERN, 201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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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에스토니아의 디지털화 정책 현황
1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 국가 디지털 허브 ‘X-로드’를 구축하여 모든 공공서비스를 온라인화,
주민 ID카드로 모든 민원을 해결

ㅇ

․ ․

․

결혼 이혼 주택 매매를 제외한 공공업무(세금납부 환급, 여권 발급 등)와
민간업무(보험 가입, 기차 탑승, 병원 처방전 발급 등) 2,000가지 업무 처리

< 에스토니아 X-로드에 연동된 서비스 숫자 및 전자투표 유권자 비율 >

(단위 : 천명)

출처 : ria.ee

□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어 정부와
기업, 개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ㅇ

보안 디지털 ID 시스템과 e-서비스는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서비스로 확대, 해외 거주 국민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 서비스로서 국가(Country as a Service)로의 진화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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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교육 의무화

□ 초등학교부터 코딩교육을 의무화하고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배정하여
IT기술과 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내재화
ㅇ 2013년 IT교육재단(HITSA)을 설립, 교사․강사들에게 IT신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학생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공(연 4,000명 이수)

* 교사들이 ‘e-스쿨(e-Kool)’을 통해 시간표와 수업 자료 등 활용

ㅇ 초등학교 1~4학년에겐 기본적인 코딩, 5학년부터는 웹 프로그래밍 등
고급 코딩과 로봇 관련 기술 등 최신 트렌드에 맞게 수시로 과목 조정

< 에스토니아 코딩교육 커리큘럼 >
과정

초등
중등
고등

□ 또한,

나이

내용

사용법, 게임을 통한 프로그래밍 기초, 그래픽
7~10세 ․ 컴퓨터
기반(스크래치, 코두 등)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 레고마인드스톰을 활용한 로봇 교육
11~15세 ․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 웹 프로그래밍 기초
16~18세 ․ 웹사이트 및 앱 구축 등 고급 웹 프로그래밍 교육
단순히 SW를 다루는 것에 정보기술 교육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기반으로 정규교과 외 활동으로 Proge Tiiger를 운영

< ProgeTiiger 프로젝트 세부 내용 >
세부 프로그램

분야

내 용

관련된 SW를 교수에 사용하여, 수
Tiger Math
수학 ․ 학수학과
교과의 교수학습을 지원
․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 지원
ProgeTi
i
g
er
CS
․ 스크래치, JavaScript, HTML/CSS 과정
X
Tiger Tiger Robot 로봇 ․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로봇과 아이들을 위
한 home lab kits를 교수학습에 반영
출처 : 해외 국가의 소프트웨어 교육 동향(SPRi, 201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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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간편 신속한 창업 환경

□ 창업 등록비용 26만원, 법인세 無(배당에만 20% 과세), 외국인에 ‘전자
시민권’을 부여하여 내국인과 똑같이 법인설립 가능

ㅇ

초기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 투입해 스타트업을 지원
(50:50 매칭펀드), ‘17년부터 투자기능을 민영화(민간VC 테라벤처스로 이관)

ㅇ 내수보다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스타트업 도전정신

․DNA가

력적이며 , 빠른 투자 자금 회수 등 글로벌 확장성이 경쟁력

< 에스토니아의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 >
단계

지원 내용

ㅇ (멘토링) 해커톤 등 대회 통해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가능성 검증 및 조언
준비 ㅇ (사업비 지원) 엔젤투자협회 등을 통해 시제품 제조비 등을 지원
ㅇ (시설 지원) 지역사회 및 대학 등에서 무료로 사무공간 지원
(자금 투자) 스마트캡 등 정부 산하 벤처펀드로부터 초기 투자금 유치
창업 ㅇ
ㅇ (시설 지원) 리프트99 등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사무공간 사용
(멘토링) 에스토니아 기업협회 등이 사업 확장 방식 등 조언
성장 ㅇ
ㅇ (자금 투자) 에스토니아 투자협회 및 해외 벤처캐피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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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디지털

정부를 통한 투명성 요구) 국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e-서비스를 통

해 디지털로 연결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하며 심지어 선거도 가능

ㅇ 정부의 디지털ID와 e-서비스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서비스로서 국가(Country as a Service)로 진화하는 행정서비스 필요

<정책 제언>

모바일·인터넷에서 사용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
- 국민주권주의를 강화하고, 정부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통한 디지털 국가 토
대 마련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기회 제공
* 모바일을 활용한 스마트 투표시스템, 인공지능과 구직자간 채팅을 통한 일자리
매칭 시스템, 해외 로밍데이터 추적을 통한 검역정보화 서비스 등

ㅇ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

(미래를

내다보는 인재양성 교육) 학교 상황과 학생 수준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SW교육

ㅇ

․인재양성의 국가 교육 시스템이 필수

최근에는 단순한 코딩 교육을 넘어, 복합적인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을 위해 STEM위주 교육 과정 개편 필요

<정책 제언>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접근법을 융
합한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 통합교육 추진
-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의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일선 초중고 교사들의
STEM 교육 연수 및 운영을 통해 SW 이해도 증대
* 인재양성 R&D 예산을 통해 STEM 수업 진행교재 발굴, 교과목 성취도 파악
기준 개발, 문제해결형 챌린지 대회 개최 등 종합적인 교육 체계 마련

ㅇ (STEM위주의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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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도

․

격려하는 문화) 실패를 큰 자산으로 여기며 경험 아이디어

만으로 재창업을 위한 자금을 언제든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

ㅇ

스타트업 행사의 정기적인 실패 사례 공유 확산으로 대학생들도

ㅇ

또한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에스토니아의 성공

도전을 겁내지 않고 절반 이상이 취직보다는 창업을 선호

모델을 벤치마킹 하는 등 창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필요

* 과학 분야 해외 인재가 스타트업 취업 시 소득세 면제(스타트업 활성화법,
라트비아), 아이디어 발굴→투자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리투아니아)
<정책 제언>

창업 전 과정부터 창업 후 시장에
안착하기 까지 전주기 One-Stop으로 육성 지원
- 글로벌 시장 분석, 맞춤형 경영․기술 멘토링 및 단계별 금융 지원을 통해
성공 가능성 증대

ㅇ (One-Stop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분야

내용

법인세 3년간 유예
세제 ․
․ 채용인원 1인에 대한 임금 보존 1년 (최대 5천만원) 지원
지역별 SW융합 클러스터를 통한 창업 공간 지원
인프라 ․
․ 통신비․사무공간비 등 무료 대여
매월 1회 창업경진대회(해커톤)* 개최
창업육성 ․
․ 네거티브 제도 도입을 통한 스타트업 기술혁신 환경 지원
정부의 모태펀드를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투자 ․
․ 민간 투자 받으면 정부 펀드가 50% 매칭
현지 지역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멘토링
해외진출 ․
․ NIPA 해외주재원을 통한 현지 진출 지원
* 우승자에게 상금과 함께 사무실 제공, 경영․기술 멘토링 서비스 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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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에스토니아의 전자시민권(e-Residency) 프로그램

□ 개념
ㅇ 디지털 인증서가 내장되어 있는 시민권으로 국적과 인종에 관계
없이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 온라인에서 해당 e-Residency를 이용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카드리더와 간단한 로그인 절차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
디지털 ID카드

목적 및 현황

ㅇ (목적) 디지털서비스의 전세계 확대
및 해외 투자․우수 인재 유치
* 정식 이민이나 영주권과는 무관하며, 수익
발생이 아닌 경우 세금 의무 없음

ㅇ (현황) 약 13,000개의 e-Residency
아이디카드 발급(‘17.1월 현재)

□ 주요 내용
ㅇ 발급방법
(

)

에스토니아에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100유로의 비용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고 카드는 각국 에스토니아 대사관에서 수령
접속

입력

지불

심사

수령

apply.e-esto → 개인정보 입력 → 100유로 → 2달 → 에스토니아
(여권․사진 등)
(발급 포함)
nia.com
대사관

ㅇ

(사용

범위) 에스토니아 내 법인 설립(비용 2,500유로), 세금 신고, 은

행 계좌 개설 및 거래, 서명을 이용한 계약 처리 등 활용 가능
분야

비즈니스
은행
법․행정

서비스 혜택

법인 설립 및 관리 가능 (법인세 0%)
계좌 개설, 인터넷 뱅킹, 국제 온라인 송금 가능 등
세금 신고 및 납부, 디지털 문서 계약 서명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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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에스토니아의 대표적인 창업 성공 사례

□ 세계 위 인터넷 전화 회사 스카이프
ㅇ ‘03년 에스토니아에서 개발된 무료 VoIP 서비스 기업으로 ’05년 이베이에
1

,

(S kype)

26억$(3조원)에 매각, ‘1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85억$(10조원)에 인수

-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 8.1부터 스카이프를 기본 앱으로 제공

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전화시장 점유율 40에 달함(‘13년 기준)

ㅇ 음성 및 영상통화, 채팅, 화면공유 및 파일전송 기능이 있으며 요금을
내면 일반 전화와도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전화에 주로 사용
- Skype 크레딧은 미리 결제한 후 이용하는 선불 통화방식으로,

기본요금과 가입비가 없으며 분당 요금과 통화당 접속료를 지불

* 월정액요금제는 기본요금을 내고 국내․외 통화를 하는 방식이며, 국제전화의
경우 요금은 국가마다 상이

ㅇ 최근 모바일서비스 트렌드에 맞춰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하이라이트” 기능과 챗봇에 기반한 검색 기능 등 사용성 강화

*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냅챗 같이 영상이나 이미지 공유에
기반한 메신저 서비스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 전략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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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개인 간 해외 송금 업체 트랜스퍼와이즈
ㅇ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높은 수수료, 대면 거래)에 착안하여
,

(TransferWise)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프랜스퍼와이즈)을 창업

* ‘16년 투자유치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11억유로(약 1조 2천억)으로 평가

ㅇ 개인 간 거래 (P2P: Peer to Peer) 방식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 트랜스퍼와이즈의 해외 송금 서비스 구조 】

- 해외 송금 시 양국의 역방향 송금자들을 모아서 해외 송금을 국내

송금과정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

* 기존 은행의 해외 송금 수수료는 3~5%, 트랜스퍼와이즈는 0.5%에 불과

ㅇ 기존 은행의 해외송금서비스에 불만을 갖은 에스토니아 기업인 2
명이 창업(‘11년)하여 현재 세계적 해외 송금 서비스 업체로 성장

* 해외 송금 누적 금액은 6조원 이상, 1천억원 정도의 펀딩을 조성 (‘15.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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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서비스융합 활성화 방안
2018. 4. 30. SW품질혁신팀 김민수 수석, 정재학 수석 (kms@nipa.kr, jhjung@nipa.kr)

□ 서비스융합 개념 및 필요성
ㅇ 경제적·사회적 국가현안 해결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
SW

하여 창출하는 SW융합기반 비즈니스모델

◇ ('SW서비스융합' 정의)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SW와 융합하여 고객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 (협의적) 패키지SW처럼 일회성 전달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사용자 요청 시 필요한
SW기능을 지속 제공하는 방식(ex. SaaS, 클라우드컴퓨팅 등)
- (광의적) 개인, 기업․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행위, 과정, 성과를 제공하고 서비스 수준
및 고객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SW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식

ㅇ 디지털 환경이 기존의 정보화를 넘어 IoT, A.I 등 기술의 획기적 진보를
바탕으로 지능화 초연결화
- 이에, 선진국은 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한 변화에 대응

*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순위: 45개국 중 25위 (UBS, '16년 1월)
** (싱가폴 사례) 정부와 민간이 협업, 금융 교육 보건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SW기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 신규시장 발굴 ('05 ~ '15)

ㅇ 범정부적 대규모 신규 공공SW사업 추진으로 국내 SW산업의 태동
초기성장을 이루고 정보화 사회에 안착*, 기초적 디지털 환경 마련

*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활용 3억건 초과('15)로 10년간 30배↑, 온라인 민원
5.7천만건 활용, 전자계약 68만건 등

ㅇ SW산업은 국내에서는 급속성장을 거두었고 여전히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수시장의 포화와 글로벌 경쟁력의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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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의 정보화 성숙

- 협소한 내수시장에서의 과당경쟁, 정부

등으로 국내시장은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해외 진출이 절실
- 그러나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글로벌 기업의 시장선점 및 내수시장의 불합리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곤란

ㅇ

SW산업기반을 중심으로 AI IoT Cloud 등 신기술을 결합, 디지털

환경 혁신을 통한 국민생활 인프라 고도화 및 국가경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
- 교통 복지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현안 분야에 SW신기술을

융합 적용,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세계 최고의 ICT 환경 조성
- 정부발주에 의존한 SW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일자리 창출

□ 해외 서비스융합 사례
ㅇ 독일 유통기업 Metro의 Future Store Project
SW

- 제품 입고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RFID 기술을 적용,

자동진열, 전자가격 표시, Smart Cart, 정보제공 키오스크, Self
Checkout 등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향후 발생된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
-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RFID가 장착된 스마트 카트를 활용함으로써

생산된 정보는 특별 프로모션을 수행, 제품의 진열, 매장 내 혼잡도를
낮추는 등 유통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보여주는 사례

ㅇ 미국 UPS 지능적 SW활용을 통한 물류경로 단축
- 전통 물류기업에서 SW기반의 토털 물류, 첨단 전자상거래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
- SW를 융합한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통해 빠른 화물처리, 물류 경로 단축,

고객사에 물류IT 솔루션을 판매하는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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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주의 통합 복지 서비스 모델(Centerlink)
- 25개의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통합된 27,00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민간회사가 140여개의 서비스를 전국 서비스 제공센터를 통해 제공
- 정부예산투자 없이, 서비스별 사용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정립

<호주의 민관협력 성공사례 : 복지서비스 Centerlink>

□ 국내 서비스융합 사례
ㅇ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교통, 의료, 에너지 분야에 SW서비스기업의
SW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SW기반의 신서비스 창출에 도전하고 있음

ㅇ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 추진 사례

* 구축(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사업
시행자

사업명

LG CNS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1기:'04년∼'12년)

KT,
포스코ICT, 서울도시철도공사
롯데정보통신 ‘스마트몰’ ('08년)

사업개요

사업규모

서울 및 서울시계에서 운행 중인
버스, 지하철(수도권), 택시, 마을버스
100%
등을 통합한 신교통카드를 개발,
민자사업
단말기수집․집계․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시스템 구축
KT :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 67억5000만원
내에 첨단IT시스템을 구축하여 운행
출자
정보와 공익정보 제공 및 광고사업 운영 10년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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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

한화S&C
인천공항
컨소시엄

(포스코ICT, 롯데
건설, 한라건설,
금호산업)

사업명

사업개요

고양시 공공자전거 공공 자전거 스테이션, 거치대 등을
무인대여시스템 IT기술로 통합·운영하고 자전거 회원제와
('10년)
CCTV 관제 등 복합 서비스
미얀마 제2양곤
신공항개발
('13년)

사업규모

115.8억원
투자
10년 운영

11억 달러
항공기 체크인시스템, 공항 운영을
투자 최장
위한 경영정보시스템(MIS), 수화물 50년간
운영
시스템, 유비쿼터스 에어포트 시스템 (9억 달러는
등 구축·운영
산업은행 FP)

ㅇ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례

* 구축(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사업
시행자

사업명

SK
Telecom

안산 U-City
개발사업
('13년)

ㅇ BTO(

사업개요

사업규모

‘안전안산․안심안산 U-City’ 24시간 142억원
연중으로 범죄 행위, 재난감시를
투자
위한 정보통신망, CCTV교체,
8년간 운영
통합관제 센터를 구축

Build-Transfer-Operate)

방식* 사례

* 구축(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사업
시행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규모

LED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초구
U-플래카드
LG CNS
광고물과 동영상을 게시하는 전자 7억1,500만원
5년간 운영
('07년)
현수막
간 경전철의 전력
우이-신설 지하 우이-신설
전차선과
통신,
시스템, 780억원
포스코ICT 경전철 철도시스템 자동교환설비 등역무자동화
5년간 운영
E&M(Electric &
('10년)
Mechanical)분야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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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모펀드

*

방식 사례

*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자금을
조성하여 구축하고 일정기간 운영방식
사업
시행자

LG CNS

사업명

사업개요

전북 고창 전북 고창군 일대 6개 부지에 총
태양광발전소 3.85Mw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클러스터 ('07년) 클러스터 구축

사업규모

280억원
15년간 운영

□ 서비스융합사업의 유형 및 특징
ㅇ SW서비스융합사업 유형은 발전단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SW

- (1단계) 단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이를 소비하는 수요자가 분리되어
존재하며, 가치전달체계는 단방향적이며, 공급 가치사슬 참여자도 한정적
서울시 교통카드 서비스나 삼성SDS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제공 중인
프린터관리서비스 모델(Managed Printing Service)모델이 이러한 유형
- (2단계) 다양한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SW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제 3의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파생적인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제 3자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이 용이하며, 특정 가치사슬을
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플랫폼 제공자는 공급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서비스 판매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거나, 이들을 활용하여 광고나
빌링, 프로모션 대행과 같은 별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등이 이러한 서비스 유형
- (3단계) 광범위한 서비스 참여자와 서비스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나타나게 되는 모습
서비스 모델 간 결합, 혹은 Mash-up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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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되는 방식
하나의 서비스가 특정 플랫폼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이나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여 확장하게 되며, 분산된 네트워크형 비즈니스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
유사한 모델로는 구글 어스(Earth)나 구글 애드센스(AdSense)등을 연상

ㅇ SW서비스융합모델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축적과 활용, 지식 간 융합을
통한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포함

- 애플의 앱스토어는 다양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들이 제 3의 개

발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공되고 확산
- 서울시 교통카드 서비스도 교통카드를 통해 생산되는 정보가 다른

․분석되어 버스배차관리, 시내버스 노선조정,

교통정보들과 취합

정체구간 해소등과 같은 교통정책개발에 활용

․

- SW서비스융합모델은 지식이 만나고, 결합하고, 확대 재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식 플랫폼을 지향

ㅇ SW서비스융합모델은 지식의 공급과 소비방식도 기존과는 차이가 있음
- SW서비스융합모델이 산업간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사슬의

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모든 서비스를 독자
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급사슬을 구성하게

되며, 공급 가치사슬 참여자들은 가치의 창출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공유
-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고, 소비가 생산의 또 다른 투입요소로

활용되며 끊임없는 선순환의 확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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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SW서비스융합모델의 차이점 >
전통 비즈니스 모델

SW서비스융합모델

시장영역

·특정 산업도메인(기존시장)

·산업 간 융합 (신규시장)

가치체계

·단편적, 일방적 가치전달

·네트워크형 플랫폼 지향적
가치확산

시장참여자

·가치사슬 내 제한된 기업

·가치사슬을 넘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생산과 소비

·생산과 소비가 분리

·생산과 소비가 연계(소비=생산)

모델 확장성

·비즈니스모델의 확장 제한적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이 용이

경쟁역량

·핵심 도메인(제조,조립) 역량

·기업 간 오케스트레이션 역량

ㅇ 민관 협력 사업으로서의 SW서비스융합사업의 특징
- SW서비스융합사업의 추진주체는 기존의 각 분야별 정보화 사업과는

달리 민간이 사업 제안부터 구축, 운영까지 수행하는 민간중심의 사업
-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기존의 정부가 기획, 투자, 운영의 모든

분야를 직접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민관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기획하고 투자하며, 운영은 민간이 전담하는 민관협력방식
- 민간이 제안

․기획․운영하는 본 사업의 개별 세부 사업은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공공성) 정부 부처 정책분야와 적합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사회적 이슈를 SW 서비스로 해소하

하며, 특히 국가의 경제적

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공익적 측면이 매우 중요함
(수익성) 민간 기업이 투자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민간 기업이 본

사업의 추진하는 동안 수익추구 활동을 통해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개방성) 사업 계획

․실행에 기업 및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 19 -

2018 SW산업 이슈리포트

개방적인 구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자체의 개방성이 존재
(효과성) 공공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책적 측면에서

사회문제 해소, 산업육성, 경제발전 등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음

< 기존 정보화사업과 SW서비스융합 신사업의 차이점 >
구분

기존 정보화사업

SW서비스융합 신사업

사업추진
주체

·정부주도

·민관협력

사업방식

·정부고시형(수주형)

·정부고시, 민간제안 병행

운영방식

·기획/투자:정부, 실행/운영:정부, 일부 민간

·기획/투자:정부/민간, 실행/운영:민간

사업목적

·업무효율성을 통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효과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전달

사업기대
효과

·업무 효율성 제고, 대국민 신뢰도 향상

·경제성장, 부가가치 확대, 고용창출

참여방식
활용 및 확산
수익성

·폐쇄적

·참여, 공유, 개방

·서비스 개시 이후 확산에 대한 고민

·서비스 구축 시부터 고객참여를 통한 확산

·비 수익성 사업도 가능

·수익성 사업

(기획단계에서 소수 고객에 대한 수요조사 (수요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추진조직
수행)
확보 필요)

□ 활성화 방안
ㅇ 민간 참여 및 투자유치 강화
- 수요자 편익을 중심으로 SW서비스융합 신사업 발굴에서부터 플랫폼

·

구축, 점진적 확산 실행까지 민간참여 및 투자유치강화
- 우수한 사업모델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투자와 민자투자회사

설립 및 서비스구축 지원

ㅇ SW서비스융합 사업타당성 분석지원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재무적, 기

·

술적, 정책적 타당성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본 사업 추진을 위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추진

- 20 -

2018 SW산업 이슈리포트

ㅇ 공공과 민간기업간(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 방안 강구
- 민관 및 사업간 제휴․협력을 위한 SW서비스융합 커뮤니티구성을 통해
정보공유 및 협력채널 마련
- SW서비스융합 신사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저장하고, 각종 사업

현황 등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와 워킹그룹 지원 등을

· · ·

위한 Repository 시스템 구축하여 산 학 연 관이 공동 활용

ㅇ SW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정의)상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SW사업”을 명시

ㅇ SW융합서비스사업의 해외진출 지원
- SW서비스융합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확보된 Best Practice와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외 PPP시장에 진출

< SW서비스융합사업 수출을 위한 전략 >

- SW서비스융합사업은 현지 기업과의 제휴 혹은 M&A를 통한 거점

확보 및 해당 거점의 기존 고객의 흡수를 모색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황 조사단계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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