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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해외수요를 겨냥하여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화하려는 정책이 전
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 해외진출 서비스기
업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확
대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성장기반 확충의
관점에서 수출 및 해외진출에 목적을 둔 서비스 혁신 및 R&D 프로그램
과 창의형 인력양성 시스템의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독일, 핀란
드, 일본 등의 선진사례를 참고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창의인력 양성기반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조업과 구별되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해외진출 지원수단을 마련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
야 한다. 특히, 해외진출 경험의 체계화 및 공유가 촉진되도록 정보·네
트워크 지원을 내실화하고,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된 가치평가 모형을
확산시켜 서비스기업의 금융지원제도 활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셋
째,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산된 서비스업 관련 지원을 통합·총괄할 수
있는 정책조정 기능의 제도화와 함께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역할을 이원화함으로써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
한 추진 중인 업종별-국가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행모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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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3년 만에 최

수출산업화하려는 정책이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저 수준인 2.6%에 그친 가운데, 한국 경제의 저성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WTO 협정 및 FTA 체

장 기조가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날로 커

결 확대, 생산과 소비의 글로벌화 등으로 서비스업

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의 비교역성이 완화되어 대외교역이 증가하고 있

견인해 온 제조업의 부진이다. 전년대비 제조업

다는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4년 0.1%에서 작년 -0.6%

에서 협소한 국내 시장의 소비 확대에만 의존하기

떨어졌고, 공산품 수출 증가율은 2014년 2.2%에

보다는 과거 우리 제조업이 해외수출을 통해 고도

서 작년 -8.0%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성장을 실현했듯이 서비스업도 해외시장을 이용하

제조업 수출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

여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

에 부딪힐수록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

이다. 이에 서비스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

받침하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과거에 비해 늘었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에 비해 뒤처진

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엔 아직 미흡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수지

본고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

개선, 규제 합리화, 인력양성 기반 확충, 제조업과

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

의 차별개선,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을 범정부적

스업 해외진출과 관련된 정책 경과 및 성과 현황을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내수기반 확충에

살펴본 뒤, 선행연구 및 해외진출 경험을 가진 서

중점을 둔 이러한 정책은 내수 의존성이 강한 서

비스기업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비스업의 전통적인 특성상 필요하나, 시장이 협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

정책지원 수요를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외진

기 힘들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출 확대를 위한 개략적인 정책방안을 성장기반, 지

최근에는 해외수요를 겨냥하여 서비스산업을

원제도, 지원체계 및 전략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2.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정책 및 현황
(1) 관련 정책의 추진 경과

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서비스수지 개선 차원에
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먼저 2006년 12월 발표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에서는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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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의 개선, 유망업종의 산업화 추진과 함

한 R&D 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도

께 서비스수지 적자의 가장 큰 유발 원인으로 지

추가되었다. 또한 전문인력의 해외진출을 위한

적되었던 관광 및 교육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

기반 강화 측면에서 해외취업 고용서비스의 개

이 제시되었다. 이어 2008년 4월부터 세 차례에

선, 자격 상호인정의 확대, 해외 구직 인력풀 및

걸쳐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서

네트워크의 확대도 함께 추진되었다.

비스수지 개선, 규제 합리화, 성장동력화 등의 추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정부는 <표 1>과 같이 우

진 방향이 제시되었다. 특히, 1단계 대책(Service

리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지닌 해외진출 우선

Progress I)을 통해 서비스수지 개선을 목표로 관

업종과 업종별 우선 진출 국가를 선정하고, 해외

광·의료관광, 교육, 지식기반서비스를 선진화하

진출 촉진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모

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업 해외진

서비스업 정책 기조가 규제와 보호 중심에서

출을 위한 지원체계, 지원사업, 정보제공, 수출금

성장과 수출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 해외진출 지

융 등의 지원인프라 구축 및 개선 작업을 지속적

원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방안이 발표되었다. 대

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적으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기획

(2) 서비스업 해외진출 현황

재정부, 2010.6)에서는 지역별, 국가별 서비스 해
외진출 전략지도를 제공하는 동시에 KOTRA의
해외진출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해외진출정보시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개선

다년간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가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해외진출지원의 효과

시적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선 서비

를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분야 여신 및 문화수출

스 수출 및 수지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적인 서비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유망분야에 대

스교역 증가에 발맞춰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도

<표 1> 해외진출 유망 서비스업종 및 진출대상국

개인
서비스

사업
서비스
사회
서비스

8대 업종

유망 진출대상국

프랜차이즈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중국

한류·엔터테인먼트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영국

콘텐츠(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방송)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태국, 인도 등 8개국

스마트 콘텐츠

일본, 미국, 프랑스

디자인

미국, 베트남, 캐나다, 중국

엔지니어링

베트남, 중국, UAE

패키지형 의료서비스

미국, 러시아, 중국, UAE 등 8개국

이러닝

미국, 중국, 호주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 서비스업 해외진출 전략지도를 중심으로」,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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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국의 서비스 무역 추이
단위 : 억 달러, %

2005

2010

수출

비중

수지

미국

3,570

13.7

영국

2,306

8.8

중국

887

일본
한국
전세계

2014

수출

비중

수지

수출

비중

수지

800

5,429

14.0

1,655

6,876

13.9

2,359

647

2,690

7.0

966

3,372

6.8

1,403

3.4

51

1,705

4.4

-223

2,325

4.7

-1,491

997

3.8

-377

1,285

3.3

-344

1,581

3.2

-319

493

1.9

-98

822

2.1

-143

1,058

2.1

-82

26,142

100.0

1,069

38,648

100.0

1,602

49,396

100.0

1,572

자료 : WTO database.

2005년 493억 달러에서 2014년 1,058억 달러로 2

ment) 측면에서 평가해 볼 때도 국내 서비스업의

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2> 참조). 그러나 동기간

해외투자진출은 최근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전 세계 점유율은 2% 수

다. 2014년 국내 ODI 총액은 약 247억 달러 규

준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서비스수지 적자 또한

모로 2000년 53억 달러에 비해 약 5배 증가하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미국, 영국 등과 같은 대표적

다. 이는 2006년에 이루어진 비금융기관의 해외

인 서비스업 강국이 지속적인 서비스수지 흑자를

금융·보험업 건별 투자한도 폐지 및 개인의 해외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상황과 크게 대비된

투자직접한도 증액과 같은 제도변화로 서비스업

다. 중국 또한 비록 서비스수지 적자는 확대되었

ODI가 200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지만 수출 점유율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1)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별화된다.
해외직접투자(ODI : Overseas Direct Invest-

1) 임희정(2015),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해외투자의 국내
유턴 유인책’ 필요”, 「VIP 리포트」, 15-08호, 현대경제연구원.

<그림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2000~2014)
35,000

(백만 달러)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00

2002

2004
전산업

2006

2008
제조업

2010

2012

2014

서비스업

자료 : 기획재정부, 해외직접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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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2007~2010
전산업

2011~2014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92,056

100.0

111,924

100.0

19,868

(21.6)

-

제조업

26,420

28.7

34,772

31.1

8,352

(31.6)

2.4

서비스업

42,028

45.7

43,498

38.9

1,470

(3.5)

-6.8

금융 및 보험업

7,756

8.4

13,612

12.2

5,855

(75.5)

3.7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10,404

11.3

7,339

6.6

-3,065

(-29.5)

-4.7

부동산업 및 임대업

7,664

8.3

10,012

8.9

2,348

(30.6)

0.6

도매 및 소매업

9,709

10.5

6,612

5.9

-3,097

(-31.9)

-4.6

운수업

2,147

2.3

2,234

2.0

87

(4.1)

-0.3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877

2.0

1,990

1.8

113

(6.0)

-0.3

숙박 및 음식점업

925

1.0

969

0.9

44

(4.7)

-0.1

기타서비스업

758

0.8

528

0.5

-230

(-30.4)

-0.4

자료 : 기획재정부, 해외직접투자동향.

그러나 그 이후의 전개를 보면, 2011~2014년 기

소매업 부문의 ODI가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하여 나

간 동안 제조업의 ODI가 2007~2010년 기간에 비

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전체 ODI에서

해 31.6% 증가한 반면에 서비스업의 ODI는 3.5%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도 45.7%(2007~2010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 가운데

년)에서 38.9%(2011~2014년) -6.8%포인트 축소

ODI 비중이 높았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도

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3.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애로요인
(1) 산업경쟁력 취약

문이다.
국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부진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

취약한 산업경쟁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고 여전히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이 지지부진한 이

단면을 <표 4>와 같이 노동생산성(종사자 1인당

유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해외진출 지원내용, 해

부가가치)을 통해 살펴보면,2) 한국의 2013년 서비

외진출 지원체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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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생산성본부(2015), 「201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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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과 주요국의 업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2013년)
단위 : PPP적용 달러, 지수(한국=100)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제조업(A)

110,083
(100.0)

116,425
(105.8)

84,710
(77.0)

85,692
(77.8)

82,656
(75.1)

86,649
(78.7)

서비스업(B)

46,988
(100.0)

88,874
(189.1)

64,547
(137.4)

68,382
(145.5)

59,190
(126.0)

60,794
(129.4)

유통운수
음식숙박

30,283
(100.0)

54,859
(181.2)

47,466
(156.7)

53,563
(176.9)

42,544
(140.5)

46,996
(155.2)

정보통신

96,897
(100.0)

188,099
(194.1)

123,957
(127.9)

148,795
(153.6)

141,114
(145.6)

126,936
(131.0)

금융보험

111,476
(100.0)

153,461
(137.7)

142,571
(127.9)

104,516
(93.8)

104,766
(94.0)

123,510
(110.8)

전문과학
관리지원

40,649
(100.0)

106,918
(263.0)

60,055
(147.7)

60,109
(147.9)

49,777
(122.5)

(0.0)

기타
서비스

18,976
(100.0)

37,762
(199.0)

47,748
(251.6)

39,623
(208.8)

35,343
(186.3)

35,751
(188.4)

42.7

76.3

76.2

79.8

71.6

70.2

격차(B/A)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2015)를 바탕으로 재구성.

스업 노동생산성은 4만 6,988달러(PPP 적용)로 비

이러한 국내 서비스 부문의 영세성은 저조한

교대상 OECD 26개국 중 2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

R&D 투자로 이어진다. OECD 통계를 보면, 2013

났다. 이는 미국의 52.9%, 일본의 77.3%, 독일의

년 한국의 민간 R&D 지출규모는 전체 GDP 대비

79.4%에 해당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생

3.8%인 508억 달러로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

산성과 비교할 경우에도 모든 G7 국가의 서비스

이지만, 서비스 부문의 R&D는 전체의 8.7%인 43

업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70% 이상인 반면에 한

억 달러로 제조업(87.8%)의 1/10 수준에 불과하

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2.7% 수

다.3) 이와 같이 부족한 서비스 R&D 투자는 서비

준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매우 큰 상태이다.

스업의 혁신활동과 생산성 개선을 지연시키고 국

취약한 한국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기업 규모의

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영세성이라는 산업조직적 문제에서 비롯된 면이

서비스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양

크다. 2010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성·공급 기반이 약하다는 점도 취약한 산업경쟁

사업체당 종사자수 및 매출액이 각각 4.4명(제조

력의 또 다른 원인이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업의 1/2) 및 8억 3,800만원(제조업 대비 1/5) 수준
에 불과하다. 소수의 대규모 업체를 제외하면 대
다수는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이나 내부역량을
갖출 여건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같은 시점 미국의 민간 R&D 지출은 제조업 65.8%, 서비스업 27.9%로
둘 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대
한 R&D 지출 비중(56.7%)이 오히려 제조업(40.0%)을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0 1 6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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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물적 자원보다는 인적 자

보면,5) 해외진출 추진 및 현지화 과정에서 국내 기

원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 요구하

업은 주로 현지정보, 자금조달, 홍보·마케팅, 인력

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인력의 충분한 공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장의 서비

급이 산업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정

스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지

부에서 현재 지원하는 대학의 산학연계 교육이

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나 재직자 재교육은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장, 상거래 관습,

어 서비스업 인력양성사업의 커리큘럼, 산학연

문화, 법제도, 종교 등 해외진출 기업에 필수적인

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

대상국가에 관한 현지정보 제공이 불충분한 상황

적이다.

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수출·투자에 관한 정확
한 법제도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실

(2)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 부족

제로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최대 진출지역인 중
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투자진입 규제에 따른

서비스는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고(무형성), 생

법률제도, 복잡한 수출입 여건, 통관·관세 등에

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고(동시성), 품질이 제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장 큰 애로점인 것으로

공자, 고객, 장소 및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이질

나타나고 있다.6) 이러한 현지 법령 정보를 중소기

성), 재고로 보관할 수 없다(소멸성)는 점에서 제

업이 번역이나 컨설팅을 통해 파악하는 것은 비용

조업 상품과 명확히 구분된다. 이러한 속성 때문

부담이 크고 질도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에 서비스업 수출은-소프트웨어나 문화콘텐츠 등

런 이유로 법제처에서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제조업과 달리 기

해외법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현

업의 해외 현지시장 진출이 불가피하다. 결과적으

지 언어로 제공되어 실질적인 이용가치는 떨어지

로 현지의 관습과 문화, 법제도 등에 대한 이해와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융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단순한 가격경쟁력

둘째,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이 아닌 품질경쟁력과 차별화된 콘텐츠가 성공의

지원이 부족하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서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서비스업의 해

스기업은 수출관련 금융지원 신청 시 담보제공 능

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그간 추진해 왔던 제조업

력이 상대적으로 작고 수출입 실적 확인이 쉽지

의 수출진흥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적 접근
이 필요하다.4) 이를 염두에 두고 해외에 진출한 한
국 서비스기업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를 종합해

4) 김주훈(2011), “서비스산업의 대외교역 확대”, 「서비스산업의 대외진출
과 해외고용기회의 확대」, 제1장, p.10,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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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는 한·ASEAN FTA 기체결 국가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11개 한국 서비스기업(현지 인터뷰, 2014.8.20~8.27)과 중국, 몽골, 베
트남, 유럽, 중동에 진출하거나 수출 중인 7개 한국 서비스 기업(국내 인
터뷰, 2015.6.9~6.24)의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산업연구원
이 실시한 심층 인터뷰 조사결과이다. 인터뷰 대상 기업의 업종(개수)은
외식업(2), 유통(2), 물류(1), 법률(2), 임대(1), IT(1), 소프트웨어(3), 콘텐츠
(2), 관광(1), 교육(1), 의료(1) 분야이다.
6) KOTRA(2012),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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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도 있어 대출이나 보증·보험 승인이 제

(3) 해외진출 지원체계 미흡

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지
적이다. 비록 최근 들어 문화콘텐츠 등 일부 업종

첫째, 지금까지 해외진출 지원이 제조업 위주

에 대해 특성화된 지원제도(문화수출보험, 완성

로 이루어지다보니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위

보증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한 종합적 지원체계나 법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

해외진출에 적합한 자금조달 기반은 제조업에 비

이다. 이로 인해 해외진출 지원제도와 정보를 담

해 빈약한 실정이다.

당하는 부처 및 기관이 IT(미래부), 외식업(농식

셋째, 박람회나 투자설명회에 대한 정부의 지

품부), 디자인(산업부), 콘텐츠(문화부), 의료(복

원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중소 서비스기

지부) 등 업종별로 분리·분산되어 중복과 비효율

업 입장에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주

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결과적으

로 현지인과의 접촉이지만, 제도·문화에 대한 이

로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떨어

해 부족과 홍보·마케팅 능력의 한계로 난관에 부

뜨리고, 업종구분이 모호한 융합형 서비스의 개발

딪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 해외진출 지원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가

정부의 홍보·마케팅 지원에 대한 호응이 높아 지

능성이 높다.

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업의 요청이 전반적으로
강하다.

둘째,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서비스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진출국가도 다변화됨에 따라 정책지원

넷째, 해외진출 및 현지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의 확보 문제이다. 업계에서는 외국어, 해외

지원조직과 지원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

마케팅, 국제계약 등의 전문인력 자체도 구하기

다. 또한 현재 해외진출 지원조직의 활동이 주로

어렵지만, 중소 서비스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인

제조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이해

력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맞추어 주기 힘들다고

부족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호소한다. 또한 현지화 과정에서도 개발도상국의

계속되고 있다.

경우 교육·훈련 시스템이 미흡하여 현지 인력을

셋째, 현재 수출유망서비스로 선정된 업종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해

보면, 상호중복성이 높은 ‘콘텐츠’, ‘스마트 콘텐

외전문인력의 국내 채용에 요구되는 자격기준이

츠’, ‘한류·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각각 독립적으

서비스업 현실에 비해 불필요하게 높아 채용을 포

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약방식의 해외진출 형태

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의 하나인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
다. 기존 산업분류체계의 관점과 부합하지 않는

7) 현행 해외전문인력 채용지원 및 고용추천서(골드카드) 발급의 대상은 해
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학사+경력 1년 이상 또는 석·박사 학위자이
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채용 부담이 큰 반
면에 실제 해외진출 서비스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업종 선정은 해외진출 지원체계의 효율성
을 떨어뜨리고, 지원기관과 수요기업 양측에 실
무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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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앞서 살펴본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수요를 기초

서비스 R&D 프로그램) 등의 선진국 사례를 참고

로 성장기반, 지원제도, 지원체계 및 전략 차원에

로 장기적 추진계획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과

한다.9) 이는 제도개선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라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는 기존 정책의 접근법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서

첫째, 성장기반 확충의 관점에서 수출 및 해외

비스 R&D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의 기회를 제공

진출에 목적을 둔 서비스 혁신 및 R&D 프로그램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10) 아울러

과 창의형 인력양성시스템의 강화가 시급하다.

인력양성 측면에서도 해외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

서비스 혁신 및 R&D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는

비스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창의인력 배출에 중

서비스업의 성장기반 확충에 필수적이며, 나아가

점을 두고 인력양성 및 공급 시스템 기반을 전반

8)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전용 R&D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

둘째, 제도적 차원에서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영하고 있는 독일(Innovation with service 프로그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해외진출 지원수단을 마

램), 핀란드(SERVE 프로그램), 일본(문제해결형

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비스기업이
현장에서 실제 부딪히는 애로에 근거하여 만들

8) 일례로 서비스수지가 만성적자였던 뉴질랜드는 관광, 영화, 교육에 대
한 정부 주도의 R&D 투자에 오랜 시간 진력한 결과, 이들 부문과 연결된
다른 서비스 분야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2001년 이후 서비스수지를 흑
자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유장희(2009),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연구 09-12, 한국경제연구원).

9) 김홍석(2015),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서비스 R&D 활성화방안
연구」, ISSUE PAPER 2015-379, 산업연구원.
10) 장
 병열·김은지·황석원(2011), 「글로벌 신 서비스 R&D 추진 전략」 , 정
책연구 2011-2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표 5>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애로요인과 개선방안
애로요인
^ 산업경쟁력 취약
- 영세한 규모로 인한 자금력 부족
- 낮은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
- 서비스업 인력양성기반 취약

개선방안
^ 수출산업화 성장기반 확충
- 서비스 혁신 및 R&D 지원 강화
- 창의형 인력양성체계 마련

^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 부족
^ 수요자 중심 지원제도 강화
- 시장·문화·법제도 등 현지정보 부족
- 정보·네트워크 지원기능 내실화
- 서비스업 특유의 자금조달 한계
- 서비스업 가치평가 개선을 통한 금융지원 강화
- 정보·재원 부족에 따른 홍보·마케팅 제한
- 국내외 서비스 전문인력 확보 곤란
^ 해외진출 지원체계 미흡
-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된 정보와 지원
- 지원조직 역량 및 전문성 한계
- 해외진출 우선지원 업종의 선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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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체계 제도화 및 효율화
- 총괄 기능 강화와 민관 역할 분담
- 전략의 구체적 실행모형 개발

산 업 경 제 분 석

어진 지원방안이 실효성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 조직(협회 등)이 허브 역할을 맡아 수행하도

이때 해외진출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록 이원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 경우

제도의 활용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업종별 민간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

는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간과되어서는 안된

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업

다. 시급한 개선점으로는 정보·네트워크 지원의

종별·국가별로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한

내실화를 위해 해외진출 관련 암묵지(경험)의 체

다는 현재의 정책적 방향 설정은 여전히 유효하

계화 및 공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서비

므로 흐름을 유지하되,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스업 특성이 반영된 가치평가 모형을 확산시켜

수 있는 모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기업의 금융지원제도 활용성을 높여 나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상대국 모두에 공헌할 수

야 한다.

있는 서비스 분야의 개발이나 상업화 프로젝트에

셋째, 서로 다른 영역의 분산된 서비스업종 관

양국의 기업들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참여하는 공

련 업무를 통합하고 총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동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호혜적인 해외진

조정 기능을 제도화하고, 지원기관들 간의 협력

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하나의 대안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외진

이 될 수 있다.11)

출 지원사업의 민·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능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야 한다. 예컨대, 정부 측에서는 거시적 전략수립
과 해외진출 지원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그 밖의
실질적인 지원은 서비스업종별로 전문성이 높은

11)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미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BRID : Binational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재단에서 실행하고 있
는 공동과제 지원프로그램(http://www.birdf.com)이다. 이스라엘은 이
러한 양국간 공동기금사업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를 상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 기업들을 상대국에 성공적
으로 진출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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