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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software development by Korean companies is mainly led by big SI (System Integration) companies. They 

open Offshore Development Centers (ODC)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India, China, and Vietnam to source 

software development for their mother companies. Firms with ODC consider transferring knowledge such as business 

and cultural knowledge as the most complicated yet essential process for the success of offshore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selection of a governance mechanism is related with knowledge transfer and thus the 

success of offshore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 hierarchical governance mechanism is 

appropriate for transferring company-specific, sensitive, complex knowledge in offshore softwa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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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외에서 비즈니스 기능의 일부를 소싱(sourc-

ing)하는 로벌 소싱(sourcing)은 오래 부터 지

속되어왔다. 기업들은 로벌 소싱을 통해 경 활

동을 비용으로, 민첩하게 수행함으로써 핵심역량

에 집 하고 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처하고자 

하는데, 해외에서 소싱되는 기능들로는 자동차 생

산 공정에서부터 IT(Information Technology) 서

비스 소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로벌 소싱은 매년 높은 성

장률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유

럽 기업 심의 ‘ 로벌 IT 소싱’이 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로벌 IT 소싱’은 기단계의 

소 트웨어 개발로부터 진화하여 최근에는 해당 

소 트웨어가 지원하는 비즈니스 로세스까지 해

외에서 소싱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 ‘ 로벌 IT 

소싱’을 통해 비용 감 효과는 물론 소 트웨어 

신효과와 로세스 신 효과를 얻고자 하며, 궁극

으로 그들의 핵심 비즈니스에 집 하고자 한다.

로벌 IT 소싱에서, 사용자 요구 조건  시스

템 구조를 명확히 하기 한 사용자, 시스템 분석

가, 개발자 등 로젝트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 

 학습은 로젝트 성공에 결정  역할을 한다 

[9, 18, 21, 31]. 의사소통과 학습에서 가장 건이 

되는 것은 지식이 이며, 로젝트 참여자들 사이

에 이 되는 지식들로는 로젝트 상황 지식, 

로젝트 경험 지식, 품질 리 지식, 개발 기  지

식과 기업 문화 지식 등이 있다[6].

로벌 IT 소싱에서 발주기업과 해외 공 자 간

의 지식이  과정은 Kim[19]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는데, 지식이 은 발주사의 PM(Project Manager)

이 공 자의 장에게 로젝트 설명서(Project 

Specification)를 달하면서 시작된다. 장은 

로젝트 세부 사항을 연구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하여 PM과 직  커뮤니 이션 하기도 

하고, 개발 과정  기술  개선 사항에 한 개선

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시스템에 한 요구 사항

이 지속 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의 

기능에 한 지식 이 은 지속 으로 이루어지며 

[11], 특수한 로젝트 일수록, 이 되는 지식의 양

이 많아짐에 따라, 지식이 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다. 비즈니스 지식이 이 되는 경우에는, 발주사로

부터 해외 공 자로의 지식이 이 활발하고, 소

트웨어 개발과 련된 개발 로세스 지식의 이

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외 공 자로부터 발주사

로의 지식이 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34].

로벌 IT 소싱과 련된 거버 스 타입으로는 

자사(captive, subsidiary), 합작회사(joint venture), 

벤더(vendor) 등을 들 수 있는데, 조직간 계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거버 스 구조의 선택과 

지식이 은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Kobi-

tzsch[21]에 따르면, 컴퓨터 암호 해독 기술과 같은 

특정 기술이 법 으로 연 된 자회사로 이 될 경

우 별 문제가 없지만, 독립  경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벤더에게 이 될 경우 지식 유출 등 심각한 문

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는 벤더의 

기회주의  행동이 조직간의 지식 이 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내며, 새로운 지식, 민감한 

지식이 해외로 이 될 경우, 자회사 체제가 지식

이 에 더 유리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26].

본 연구는 로벌 IT 소싱의 기 단계인 해외 

소 트웨어 개발에 있어, 발주 기업과 해외 개발

자간에 이 되는 지식의 특성이 거버 스 메커니

즘의 선택과 련이 있는지에 해 연구조사를 하

고자 한다. 우선, 지식이   거버 스 구조와 

련된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모형을 도출하고, 이

를 해외에서 소 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 사례에 용시킴으로써 발주 기업과 해외 개

발자간에 이 되는 지식의 제반 특성이 거버 스 

선택과 연 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이론  근거

2.1 지식이 (Knowledge Transfer)

지식은 조직의 경쟁 우  획득에 막 한 향력을 

미치는 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1, 14, 37]. 



해외 소 트웨어 개발에서의 효과 인 지식이 을 한 거버 스 구조에 한 사례연구    15

이러한 지식의 략  활용을 심으로 지식 경

(Knowledge Management)의 개념이 발달하 으

며, 지식 경 의 한 로세스로서 지식이 에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식이 은 다양한 차원에

서 근되고 있는데, (1) 지식 경  로세스 내에

서 조직원  조직의 하부 그룹들 사이의 지식이

의 문제, (2) 다른 조직의 조직원이나 그룹에서 

조직으로 획득되는 지식이 의 문제와, (3) 지식 

경  시스템의 구축시 발생하는 컨설턴트  컨설

 받는 조직과의 지식이  문제 등이 여기에 포

함된다[31].

특히 세 번째 차원의 지식이 은 벤더가 제공하

는 기술 지식  노하우의 이 이 고객의 IT 활용과 

리 능력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는 에서 

IT 소싱 로젝트에 논 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

한 연구들에서 조직간의 지식이 을 보다 효율

으로 하기 해 지식이 을 방해하는 는 지식이

을 진시키는 요인들에 해 살펴보았으며, 지

식이 의 효율성이 IT 로젝트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에 하여 논의하여 왔다. Karlsen and 

Gottschalk[18]은 지식이 과 IT 로젝트 성과와

의 계를 규명한 자신들의 연구에서, 지식이 이 

IT 소싱 계에서 가장 요한 로세스임을 강조

하고, 효과 인 지식이 이 벤더와 고객간의 

트 쉽 질을 높여 IT 소싱의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연구는 로젝트

에 참여하는 두 개체간의 지식이 에는 이  비용

(transfer cost)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을 이기 

해서 지식 공 자와 수요자 사이에 원활한 커뮤

니 이션 네트워크와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15].

로벌 IT 소싱 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벤더가 

고객의 시스템, 로세스  문화에 한 충분한 지

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벤더와 고객 모두에

게 한 지식이  략이 필요하다고 한다[27]. 

다시 말해서 로벌 IT 소싱은 단순히 계약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닌 조직간에 핵심 지식들이 이동

한다는 측면으로 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즉, 로벌 IT 소싱 로젝트에서 두 

조직간의 지식이 의 요성을 밝히고, 효과 인 

지식이 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의 규명이 필

요하게 된 것이다.

2.2 지식 불균형

일반 으로 기업이 기술  노하우(Know-how)

을 얻기 해 선택하는 거버 스(governance)의 

안으로 1) 독립 인 기술 개발 2) 기술을 보유하

고 있는 기업에 한 인수 합병 3) 아웃소싱 정 

등을 들 수 있다[25]. 기술 /비기술  여부를 막

론하고 기업이 특정 부문을 자회사 개념의 계층  

계(내부화)로 만드느냐 아니면 시장 기능에 맡기

느냐(외부화) 하는 문제는 세 가지 가버 스의 상

인 거래비용 분석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데, 기

업은 내부에서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시장에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어느 쪽이 더 

큰가를 비교해서 비용이 작은 쪽을 택하게 된다.

거래비용은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인간은 합리 이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안의 결과에 해 완벽한 정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으

로 합리 일 수 없다는 것이 제한된 합리성이다

[33]. 기회주의는 인간이 이기 으로 행동하려는 속

성 즉 술책을 써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

향을 일컫는다. Williamson[35]은 견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기회주의  성향을 가진 트

는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자기에게 유리하

게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거래 계가 혼란해지고, 

그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한다고 하 다. 기회주

의는 불완 한 정보 상황과 비 칭 인 정보 상황

을 왜곡하고 역이용하는 경제주체의 이기주의에 

기 하고 있는데, 기회주의의 가능성은 거버 스 

구조의 선택에 매우 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거래 비용을 이기 한 여러 가지 감시체제와 

통제 시스템에 한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에 한 연

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Jensen and M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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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17]은 지식 자원을 외부화를 할 것인지 아니

면 내부화를 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 공 업체

의 도덕  해이 문제의 발생가능성과 이러한 문제

가 기업내부  기업가치에 미칠 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

해외 소 트웨어 개발에서 고객기업은 계약을 

맺기 에 여러 개발업체들 에서 최 의 리인

을 선택해야 한다. 지식집약 인 소 트웨어 개발

에서 공 업체가 알고 있는 지식(Know-what)이 

무엇이며, 그 지식이 얼마만큼 희귀하고 요한 지

식(Know-how)인지 고객기업이 알지 못하는 상황

에서, 즉 공 업체와 고객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정

도와 범 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지식 불균형

을 이용하여 공 업체가 기회주의 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고객기업은 거래비용을 이기 

한 한 거버 스 구조를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지식 불균형에 따른 공 업체의 기회주의  행동

가능성과 거버 스 메커니즘의 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명제가 도출된다.

명제 1：해외 소 트웨어 개발에서 지식불균형으

로 인한 공 업체의 기회주의  행동 가

능성은 계층  거버 스 매커니즘 선택과 

정의 계가 있을 것이다.

2.3 지식 특수성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Economy) 이론의 

에서 IT 아웃소싱의 결정은 거래 비용에 기

한 합리 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2, 3, 29, 30]. 

이들 연구는 자산 특수성을 거래비용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들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데, 자산

특수성은 자산이 체 인 용도에 재배치될 수 있

고 체 이용자도 생산  가치의 희생없이 해당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20]. 자산

특수성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산을 다른 용도로 활

용할 수 없고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자산 특수성에서 다루어지는 특수자산에

는 물  특수자산과 인  특수자산이 있다[16, 24, 

10]. 물  특수자산은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제반 시설  장비 등 특정 용도에 속 인 

가치를 갖는 실물자산을 의미하며, 인  특수자산

은 특정업무를 지속 으로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학습의 효과, 특정업무와 련하여 축 된 노하우 

 특정 작업 장과 련된 심리체계 등을 의미한

다. 자산 특수성은 교환 계에 특화된 인 , 물  

자산의 규모를 나타내며,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특정 시설, 장비  문인력 등이 많이 필요

하다는 것은 자산특수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특정 자산은 교환 계가 종료되면 자산 가치를 거

의 상실하게 된다. 

아웃소싱 계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거래 특수 

자산이 증가하면 할수록,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

게 더 의존하게 되고, 고객의 자기 심 이며 기

회주의  행동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거래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반

로, 고객의 거래 특수 자산이 증가할수록,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더 의존하게 되고, 서비스 제

공자의 자기 심 이며 기회주의  행동에 노출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거래를 시작하려

고 하지 않을 것이며, 서비스의 내부화를 선택하

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 즉 자산 특수성의 의존도

가 증가하면 할수록 조직간 는 기업간 수평통합

보다는 수직 통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소 트웨어 개발에서 지식 특수성이 높은 개발

들에 해서, 개발자(혹은 개발업체)를 소유하여 

종업원으로 두고 지식을 이 하여 서비스를 공

하게 한다면 시장거래의 경우보다 개발자의 기회

주의  행동을 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

식특수성이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제반 시설 

 장비 등의 실물자산 보다는 지식의 측면에서 

특정업무와 련하여 축 된 노하우 등의 지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이 개발자에게 특수한 지식

을 공 하여 소 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식특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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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2：해외 소 트웨어 개발에서 지식특수성은 

계층  거버 스 매커니즘 선택과 정의 

계가 있을 것이다.

2.4 지식 민감성

기업에 있어 정보는 자본만큼이나 요한 것이

다. 민감한 정보의 로는 고객 데이터, 기업의 마

 략, 재정 데이터, 지  재산, 신소 트웨어 

개발 과정과 그에 한 데이터 등이 있다. 민감한 

지식은 높은 수 의 보안이 요구되는 지식을 의미

하며 기업의 생존과도 연 되는 기 한 지식을 말

한다. 민감한 지식으로 분류되기 해서는 1) 기업

에게 경제  부의 형태로 한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2)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지속

으로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32].

민감한 지식은 철 한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 보

호되어야 하는데, 기업이 보호 메커니즘을 사용하

는 이유는 기술보호가 기술개발자에게 많은 수익

을 가져다  수 있기 때문이다[4]. 기술 개발에 따

라 얻게 된 이윤은 바로  다른 기술 개발로 이

어져 투자되거나 기술 매 진이나 보완재 생산 

등에 재투자된다[5]. 지식 보호 메커니즘으로는 완

 폐쇄형 시스템, 제한  라이센싱, 간 수 의 

라이센싱, 자유로운 라이센싱과 완  개방형을 들 

수 있다. 민감한 지식들이 모두 극단 으로 완

한 폐쇄형으로 보호되지 않고, 부분 으로 개방되

거나 아니면 다양한 정도의 보호 메커니즘을 통해 

보호된다.

민감하고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지식을 가진 기

업일수록 지식의 유출을 막기 하여 해외 개발을 

할 때 시장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해외 

개발을 결정하더라도 정보에 한 안정성과 상호

간의 신뢰구축을 하여 자회사 형태의 거버 스 

구조를 선택하여 해외 개발자를 수월하게 조정하

고자 할 것이다. 자회사와 같은 거버 스 메커니

즘에서는 국내 시스템 분석 설계자와 해외 개발자

가 같은 조직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유

출에 한 상호신뢰가 돈독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근본 으로 기업의 경제  타격을  수 있는 민

감한 기업비 을 다루는 소 트웨어 개발은 해외 

개발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 소

트웨어 개발에서 고객과 개발자(혹은 개발업체) 

사이에서 이 되는 지식의 민감성과 거버 스 메

커니즘과의 계에 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

출할 수 있다. 

명제 3：해외 소 트웨어 개발에서 민감성이 높은 

지식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계층  거버

스 매커니즘을 선택할 것이다.

2.5 지식 복잡성

Kogut and Zander[23]은 지식의 복잡성을 설명

하기 하여 ‘teachabi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복잡한 지식은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공유하기가 

힘들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복잡한 지식은 독립된 

거버 스 구조를 지닌 기업에 이 하는 것이 자사

의 범  내에서 이 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복잡한 지식은 체계 으로 분류되지 않고 정황

(cue)에 크게 의존하는 지식을 의미하기도 한다[14]. 

Mintzberg and Waters[28]의 체계화 패턴에 따르

면, 덜 복잡한 지식은 성문화(codification)가 가능한 

지식을 의미하고, 소 트웨어와 같은 인공물(arti-

facts)과 룰 기반의 지식(rule-based knowledge)으

로 표 될 수 있는 지식이 이에 해당된다. 반 로, 

복잡한 지식은 사회 인 규범 등에 내재된 지식을 

포함하며, 사회화(socialization) 는 참여(partici-

pation) 등의 메커니즘에 의해 취득되는 지식을 말

한다. 계획  표 화와 같은 공식 인 메커니즘

은 덜 복잡한 지식을 공유하는 데 하고 측면

(lateral) 조정과 같은 메커니즘은 복잡한 지식을 

공유하는데 더 알맞은 매커니즘이라 하 다. 업무

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상호조정(adjustment)과 같

은 측면 조정이 요구되는데, 측면 조정은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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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스템보다는 더 많은 의사소통과 지식 공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지식이 의 에서 계층  거버 스 구조의 

장 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Hansen 

et al.[15]은 시스템 개발 로젝트에 참여하는 주

체(party, entity)들 간의 지식이 에는 비용(tran-

sfer cost)이 발생하게 되며, 지식이  비용을 이

는 방법으로 지식 공 자(provider)와 수요자(re-

ceiver) 사이에 원활한 커뮤니 이션을 한 네트

워크 구축을 제안하 다. 계층  거버 스 구조는 

커뮤니 이션 로세스의 구축이 용이하여 지식이

 비용을 일 수 있고, 이 되기 어려운 암묵지

(tacit knowledge)의 이 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고 하 다. 

계층  구조의  다른 장 은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산과 무형 자산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즉 조직 운용 기술과 제반 시스템  로세

스를 공유할 수 있으며 랜드와 유통채 , 명성

효과를 함께 릴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은 계층  

구조가 기업이 지속 인 이익을 생성하는데 있어 

장 이 될 수 있다고 하 다[5, 7]. 기업 내부에서 

행해지는 일상 인 업무의 반복은 기업만의 노하

우를 갖게 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지식에 

한 수용성을 높이며 ‘자산 상호 의존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계층  구조는 시장 구조보다 지

속 인 이익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 다[7, 13].

정리하면, 복잡한 지식의 공유가 쉽게 이루어 

지기 해서는 계층  거버 스 구조가 거래  거

버 스 구조보다 더 효과 일 수 있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명제가 도출될 수 있다.

명제 4：해외 소 트웨어 개발에서 이 되는 지식

의 복잡성 정도와 계층  거버 스 매커

니즘 사이에는 정의 계가 있을 것이다.

3. 연구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질  연구방법인 사례연구를 통해 진

행되었다. 해외 개발을 하고 있는 10개 회사를 컨

택하여 이들  7개 회사와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이들  해외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연구

상으로 부 한 2개 회사를 제외한 5개의 회사의 

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

용 이론, 리인 이론, 지식이 , 조직 통제 구조 

등과 련한 문헌 조사를 토 로 지식이   지

식 특성에 한 개념(construct)를 도출한 뒤 데이

터 수집에 착수하 다[12]. Yin[36]에 의하면 문서 

자료의 분석, 인터뷰 등과 같은 다  원천에 의한 

연구는 단면 연구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왜곡을 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Yin이 제시한 다양한 조사 방법을 도입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4. 사례 데이터 

사례 데이터는 해외 소 트웨어 개발을 진행하

고 있는 회사의 해외 개발 략기획 담당자, 해외 

소 트웨어 개발운  리자 는 PM을 직  만

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면 면(face to face) 

미  에 화로 사  하여 연구 목  등을 

포함한 연구 개요와 인터뷰 질문을 사 에 제시하

다.

4.1 PDT

PDT는 계열사의 인도 제철소 건립에 필요한 생

산 리 시스템  제반 경 정보 시스템의 원활한 

개발을 해 인도에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를 설립하 다. 설립 에 국내외의 주요 

SI(System Integration)업체를 벤치마킹 하면서 

견기업인 PDT도 해외 개발을 시작한다는 자부심

과 비 을 가지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PDT는 제철소의 생산, 운 과 련하여 핵심 기

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 투자나 합작투

자와 같은 거버 스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고, 기

 기술이 유출될 뻔한 경험이 있어 법인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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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정 이라고 단하 다.

궁극 으로 PDT의 모든 시스템은 국내에서 계

획, 분석, 설계되고 코딩은 인도에서 이루어진다는 

원 한 계획을 갖고 ODC가 설립되었다. 한 인

도 인력의 우수성에 힘입은 품질 향상과 비용 

감이라는 두 가지 기 를 가지고 있었다. 인도 세

티암사의 컨설 을 받으면서 로세스 공정을 만

들었는데 공정은 아래와 같다：

• 1차 설계자라 불리는 기존의 설계자와 인도의 

개발자간에 2차 설계자를 두고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2차 설계자는 인도사람으

로서 1차 설계자가 달한 설계를 인도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계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일년간 서울에 머물면서 PDT

의 비즈니스 지식도 학습하 다. 2차 설계자는 

인도의 개발 을 이끌어(leading) 가는 역할도 

담당하 다.

로젝트 계획단계에서 PDT의 PM이 인도로 보

내질 것과 한국에서 수행될 과제를 결정하면, 화

상회의가 개최되고 과제의 개요와 일정이 미리 인

도 에게 달된다. 이 때, 국내의 PM은 워포

인트를 사용하여 로젝트에 한 설명을 한다. 실

제 해야 할 부분의 일(contents)에 해서는 화면

부터 상세하게 설명한다. 진도회의나 요이슈는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개발된 산출물은 이메

일로 한국으로 보내진다. ODC 기에는 작성된 

로그램을 서버에 장하고 검증이 되면 다음 단

계로 가는 과정이었으나 보안정책상 서버를 열어 

놓으면 원들이 로젝트 내용을 량 유출할 

험이 있어, 이메일로 결과물을 받게 되었다. 와이

로 기술 유출사건이 이었고 경쟁사가 새로운 제

철소를 설립하고 있어 회사의 기 이 빠져 나갈 

험이 높기 때문에 서버에 한 보완정책을 강화

하 다. 개발 과정 에는 1차 분석설계자와 2차 

설계자는 필요에 따라 이메일, 화상회의, 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해외 개발자의 책임회

피’(shirking)를 방지하기 해 모든 것이 문서화 

된다. 로젝트 개요, 코딩 명세서, Q&A 등이 이

메일 는 로젝트 리 시스템에 문서화 되어 

존재한다.

ODC를 통한 비용 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

산성 향상과 품질측면에서는 회의 인 입장이다. 

그 이유는 시스템의 원활한 개발을 해서는 개발

자가 설계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는데, 개

발자가 제철 비즈니스 업무에 해 충분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래의 개

발 상 업무 에서도 비교  간단하고 쉬운 업

무만 ODC에 주고 있으며, PM(Project Manager)

의 입장에서도 크게 ODC에 기 하고 있지는 않고 

품질 면에서도 국내의 경우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담당자들이 들려  실례는 아래와 같다：

•비즈니스를 몰라도 코딩 사양서만 잘 작성해 

주면, 코딩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지 못했다. 인도 은 “코딩 사양

서가 ‘detail’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즈니스 지식의 부족이 원인인 것 같다. 비즈

니스 지식은 열심히 가르쳐 주어도 체화하기가 

힘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인도 은 개발 공정 가운데 비교  간단하고 

쉬운 코딩 부분을 담당했다. 그 이유는 코딩은 코

딩사양서만 보면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잘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이었고 해외 개발을 하는 회사는 모두 그 

함정에 빠진 것 같다. 설계 내용 체를 알고 

코딩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큰 것 같다. 코딩 간 간에 inspector가 존재

해서 검증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추가

인 자원이라 볼 수 있고 추가 인 비용이 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PDT의 해외 개발은 

그런 측면에서 실패한 것 같다. 애  원했던 생

산성이 나오고 있지 않으며 계획했던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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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량의 일을 ODC에 주고 있다.

•한국어로 작성된 설계서가 통역사에 의해 통역

이 된다 하더라도 인도식 어를 하는 인도인

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우리 말 → 한

국식 어 → 인도식 어). ODC가 기 단계

이고,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재 비교  간단

한 코딩만 인도에 보내고 있다. PM의 입장에서 

ODC에 일을 주고 기다리느니, 국내 개발자가 

1～2주 희생해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

는 PMO(Project Management Office)에서 인도 

작업상황을 검하고, 인도 쪽에 할당은 했으나 

진행되고 있지 않는 작업들에 해서 PM들에

게 가이드하고 유기 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주간 단  미 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 지 인력의 능력보다 국내 설계자의 어로 

산출물을 만드는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본

다. 분석 설계자가 어로 설계를 해도 통역자

가 보았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도인은 통

역자의 번역을 한국식 어라 생각한다. 설계자

의 설계물을 어로 다큐먼트화하는 능력이 개

선되어야 ODC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본다.

ODC가 자생력을 가지려면, 30%의 해외 수주 

물량과 70%의 모회사 할당 물량을 갖추어야 한다

는 것이 PDT의 입장이다. 재 인도 빌라이제철

소가 진행 이며, PDT의 ODC도 이곳의 업무를 

수주하여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그 지 

않으면 유휴인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 처럼 

불경기에는 모기업의 일이 어들면서 ODC에  

일이 어드는 상이 생기고 있다.

4.2 LDT 

LDT는 4년 부터 자사 형태의 해외 개발을 시

작했으며, 재는 국에 2곳 인도에 1곳씩 개발

센터를 두고 해외 개발을 하고 있다. 국내 인건비

가 계속 상승하게 되고, 생산성 측정이 곤란하여 

해외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해외 개발을 통해 

인건비 감소에 따른 비용 감 효과가 있어 기업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분석, 설계, 개발을 

모두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LDT는 분석/설계

와 개발을 분리하여 분석 설계는 고객과 근 한 

국내에서 하고 코딩은 해외에서는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의 사용은 고객의 입장에

서 보았을 때 산출물이 명확하게 정의되는 장 이 

있다. 해외라는 특수한 지리  상황과 의사 소통

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서로 작성된 명확한 설

계도 즉 코딩 명세서가 없으면 코딩이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양쪽의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릿지 SE 

(Bridge Software Engineer)가 간에 통역을 담

당하고 있는데, 코딩명세서가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릿지 SE의 업무가 가 될 수 밖

에 없고 따라서 납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고객

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정 분리로 인해 정확한 산

출물을 얻게 되는 장 이 생기게 된다. LDT의 입

장에서 보면, 해외 개발자 풀을 가지고 있어, 인력

을 유동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를 들어 고객이 C++라는 기술을 요구하다가 Java

라는 기술을 요구할 때 해외 인력 풀에서 해당 기

술이 있는 개발자를 선발할 수 있어 추가 인 비

용이 들지 않는다. 생산성 향상으로 고객은 납기

일에 맞게 시스템을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해외 

개발자들에 한 가시성과 모니터링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시스템이 요구사항에 맞게 제 로 만

들어 질지에 한 선입견을 갖고 있으나 실제 해

외 개발을 경험하게 되면 거의 모두가 만족하게 

되었다. 고객과 의 없이 로젝트를 해외로 보

낼 수는 없으며, 특히 공공기 은 보안 문제로 해

외 개발이 힘든 게 실이다. 

해외 개발자는 서버에서 개발을 하고 개발된 

로그램은 서버에 장된다. 로그램의 물리 인 

유출은 서버를 통해 방지된다. 해외에서 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이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같은 것이 해외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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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객에 한 지식이 해외로 

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고객의 업무에 

한 지식이 분석 설계자에게 감으로써, 기업 기

이 분석, 설계 쪽으로 넘어가는 수는 있겠으나, 

개발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LDT는 해외 개발 과 의사소통의 문제가 존재한

다고 보고 있었으며, 문제 이 발견될 경우 문서

상으로 수정 요청과 해결이라는 정식 로세스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 없다

는 문제가 있다고 하 다. LDT의 원칙은 문서 상

으로 모든 것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지만, 문서상

으로 표 하기 어려운 경우는 화로 하고 있었다.

LDT는 해외직원들도 우리 직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모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직원에 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해외 인력들에 한 인사고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해외 인력들은 본사와 

같은 체계로 리되고 있었다.

4.3 SDT

SDT는 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비용

감을 얻기 해 해외 개발을 하게 되었지만, SDT

의 궁극 인 목표는 개발을 하면서 지 인력의 

역량이 향상되어 지 시장으로 들어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외 개발을 하면서 분석 설

계와 개발의 공정분리가 명확하게 되었다. 국내그

룹이 설계를 하면 해외 인력이 개발을 하게 된다. 

SDT는 자회사의 형태로 해외 개발을 진행하고 있

는데, 해외 인력도 자회사의 인력이므로 소 트웨

어 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유출문

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해외 개발자의 역량이 한국보다 떨어지고, 선진

국인 한국 서비스 수 에 한 이해 부족, 이들의 

문화 인 차이( ： 국 콜센터 인력은 컬러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소 트웨어 개발에 

문제 으로 작용한다. 궁극 으로 해외 인력들이 

사업 노하우, 즉 컬러링과 같은 것을 이해하게 하

면서(즉 모기업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한 

이해) 지 고객들을 찾아가 컬러링 사업을 펼치

는 것이 목표이다. SDT는 지인력들에게 콜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보이고 고객이 어디서 무엇을 구

매했는지를 보여주면, 이들이 지에서 이런 사업

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DT에서는 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 할 수 

있고 사업 노하우를 가진 ‘ 릿지 SE(Bridge SE)’

가 간자 역할을 한다. 의사소통은 문서를 통해 

행해지고, 모든 산출물은 문서화되고, 문서는 이메

일을 통해 교환된다. 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메일을 뒤져서 추 한다. 국에서 소스코드를 올

리면, 서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서버 기반

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표  framework(  

‘넥스코어’라는 임워크), 개발방법론, 로젝트 

리법 등이 지에서 교육된다.

원활한 개발을 해서는 해외 개발자와 국내인

력 사이에 상호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든 것

이 문서화되어 있다. 유출될 경우 IP추 을 통해 

추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발자는 사내의 네트

워크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 이들이 외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모두 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다. 타망을 써서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

에 안 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여 히 요

한 기술( ：RFID)은 해외에서 개발되지 않는다.

SDT는 국인과의 커뮤니 이션을 해외 개발

의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문화  차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무슨 말이냐? 숫자냐 문자냐?라고 

되묻기도 한다. 직업 이 투철하지 않고 직업윤리

도 떨어져 이직률이 높고 로젝트가 어려우면 단

체로 이탈되는 경우 등이 있다. 코딩 인력들이 부

족하기 때문에 해외 인력을 보유하게 되면, 국내 

인력들이 좀 더 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SDT

는 보고 있었다. 

원활한 개발을 해서 SDT는 해외 개발자의 산

업에 한 이해, 문화에 한 이해 등이 매우 요

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SDT는 기업의 문화를 그

들에게 지속 으로 교육하며 본사에 데리고 와서 

본사도 보여 주고 1년 국내 근무를 허용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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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DT가 제시하는 해외 개발 활성화를 한 과

제는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 해외 인력에 해 개방 인 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지 인력을 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 지 문화에 한 이해를 하여야 한다.

4.4 HDT

HDT는 국내 IT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로젝트를 수주하더라도 이익을 낼 수 없다고 단

하고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처음엔 

로젝트 기반으로 해외 업을 하다가 로젝트가 

많아지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재 베트남 

앙은행, 농 은행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

다. ERP 시스템을 로 들면, 컨설  부분은 HDT

가 담당하고, 화면 디자인이나 최 화를 한 개

발 부분은 해외 력사가 담당한다. 

M&A에 한 고려도 하 지만, 리스크가 높다

고 단하여 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르 다. 베트남

으로부터 달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한국 본사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M&A를 할 경우 

정확한 정보 달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자사

조직인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베트남 법인 이

외에도, 키스탄, 말 이지아, 두바이에 연락사무

소를 두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 로젝트 기회를 

얻기 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설립

이라는 것은 증시 공시 등 많은 책임이 따르므로 

로젝트가 어느 정도 수 을 넘어서야 법인 설립

이 추진된다. 재 진행 인 베트남 로젝트는 

규모 로젝트로서 수익 측면이나 경  측면에

서 매우 안정 이다. 환율이 기  이상으로 올라

서 베트남 법인은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책임소재 규명을 해 지 인력과의 커뮤니

이션은 이메일을 주로 사용하고, 화보다는 메신

를 사용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를 

들어 300이라는 요구를 HDT가 했는데, 상 가 

250이라고 나올 때는 메신  기록을 뒤져서 책임

규명을 하게 된다. 로젝트 시작시에 베트남의 

IT 개발 수 은 매우 떨어져 있었다. 베트남의 은

행들로 하여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

게 하려면,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 을 때 

얻어지는 이익 등에 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면

면 회의, 화, 이메일 등이 사용되어 설명이 이

루어지고 있었다. 문서로 표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화로 화하는 것이 편한 경우가 많지만, 

어를 사용한 화가 완벽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

가 있기 때문에 말보다는 이메일 등 문서를 사용

한 의사소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고객에게 

문의를 할 때, HDT는 메일을 통해 하려 하지만, 

고객은 증거를 남기기 원치 않기 때문에 답을 잘 

주지 않는다.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한 정식 

로세스 구 도 고객이 원하지 않고 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HDT는 한 달에 한 번 베트남 출장을 가고 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해, 고객에

게 질문을 해도 답이 없는데, DDT는 그 이유를 

고객이 시스템에 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

고 있다. 따라서 도출된 요구사항이 정확하지 않

거나 상호간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DDT는 고객을 교육 시켜가면서 

로젝트를 진행해 간다. 이러한 교육비는 추가 으

로 베트남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HDT 측에

서 미리 험을 피하기 해서 교육을 자처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재 수행 인 로젝트

는 융 련 로젝트이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험 리가 잘 되고 있다

고 HDT는 자체 평가하고 있다.

HDT는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이지만, 해외시장

에는 기회가 많다고 보고 있다. 한 지속 인 성

장을 해서 선택과 집 을 통한 공략을 해야 한

다고 보고 있는데, HDT가 잘 할 수 있는 융 분

야( ： banking)에서 남미 같은 지역을 커버하는 

것 보다는 문화 , 지리 으로 근 한 동남아 지

역이나 베트남에 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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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HDT는 국가에 따른 단계 인 시스템 보 이 바

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베트남 는 아 리카의 

국가들에게 그룹웨어와 같은 아주 잘 개발된 소

트웨어 시스템을 무상으로 다 해도 이들 국가들

은 이런 시스템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이

다. 즉 이들은  상태에서 우리의 발 된 IT 기술

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한 HDT는 문화

인 차이를 이해하고 해외 업, 개발에 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베트남은  거래를 선호하

기 때문에 카드 사용 시스템을 수용하기가 힘든 

것을 로 들고 있었다. 

HDT는 장기 으로 볼 때 해외 진출의 망이 

매우 밝다고 본다. 한 국가의 IT 시스템 구축은 해

당국가의 HDT에 한 의존도를 높이고 이는 우

리기업이 그 나라에서 생기는 잠재  이익에 한 

선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IT 워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HDT는 해외 업을 

할 때 정치  안정을 가장 요하게 고려하고 있

었다. 정치 으로 불안정하면 수익을 한 번에 잃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5 DDT

DDT는 해외 융 솔루션 업체인 CSC의 융 

솔루션 팩키지 확보를 해 CSC와 략  제휴를 

맺고 있었다. 차제에 CSC의 팩키지를 가지고 국

내에서 업을 할 때 보험 시장에서 강 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휴 산업본부에서 략  제휴를 

결정한 것이다. 20～25명 정도의 개발조직을 국

의 제휴한 기업에 상주시키는 형태로 ODC를 운

하고 있으며, 인력에 한 100% 권한은 DDT가 

보유하고 있다.

DDT는 ODC와 본사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

가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국 인력

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어나 국어를 쓰지 않고 

한국 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국 조선족을 채용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분석 설계자나 PM이 

국으로 출장을 가서 개발자와 의사소통을 함에 있

어  문제가 없다. DDT는 LDT와 같은 규모

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에 규모 인력으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어서 해외 개발을 하는 것은 

비합리 이라고 단하고 있다.

DDT의 해외 개발은 리스크를 이기 하여 1 

단계( 국 인력을 한국에 1년 투입하여 개발 근무

를 하는 형태), 2단계(한국에서 개발 리더를 견

하여 국에 있는 개발자들과 함께 근무하는 형

태), 3단계(한국에서는 분석과 설계만 하고 스펙만 

국에 달하여 개발하는 형태, 하반기에 추진 

할 정)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 은 2단계

에서 3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이다. ODC를 설립

하기 에, 실패하는 기업의 요인이나 문제 을 살

펴보고 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함으로써, DDT

는 해외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험(risk)에 

한 손실을 막고자 하 다. 

고객과 국내 분석 설계자 사이에서의 이 되는 

지식은 주로 업무에 한 지식들인 반면, 국내 분

석 설계자  PM(Project Management)과 국 

개발자 사이에 이 되는 지식은 소 트웨어 개발

에서부터 종료 단계 사이까지 이루어지는 분석설

계에 명세서, 개발 방법론, Q&A, 용어집 등을 포

함한다. DDT의 표  개발 방법론, 개발 매뉴얼, 

용어집 등은 공용서버에 장되어 언제든 다운로

드될 수 있는데, 공용 서버를 통한 방법론  매뉴

얼 등에 한 검색, 질문은 지속 인 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DDT는 보고 있다. 시스템 개발 

련 지식을 국 개발자들에게 이 하기 하여 

지속 인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결과, 개발

자들은 업무를 만족스럽게 완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력도 진

으로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M들은 

개발상황을 매일 아침 보고 받고 있으며, 그 보고

사항에 한 검토가 수시로 이루어 진다. 문서상

으로 달하기 어려운 지식은 실시간 화상폰으로 

달된다.

정보 보안을 해 메일 서버나 통합 서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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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T SDT LDT HDT DDT

거버 스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컨설 )+
략  제휴(개발)

략  제휴

설립배경
해외시장 개척과

비용 감
해외시장 개척과

비용 감
해외시장 개척과

비용 감
해외시장
개척

해외시장 개척과
비용 감

속한 IP에 한 추 이 가능하고, 서버의 정보를 

USB로 장하는 것을 지하는 보안 로그램도 

구 되어 있다. 하지만 여 히 안 성 험이 존

재하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가 많지 않은 코딩이나 

인스펙션과 같은 단순 업무를 ODC에 주고 있다.

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하지

만, 문서상으로 모두 표 하고 이해하는 것은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화상폰으로 해외 개발

자의 얼굴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화상폰은 문서 상에서 상호간에 표 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구두로 의사소

통 하면서 문제 을 보다 즉각 으로 해결할 수 있

게 하여 납기 지연 험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한다. 

국은 한국과 시차가 없어서 인터넷 화상폰으로 

즉시 의사소통을 하면서 시간을 최 한 단축하여 

문제 을 해결하는 데 큰 장 을 가지고 있다.

DDT는 ODC가 성공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

다. 힘든 언어 문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조선족

을 채용하여 해결한 , 국인의 직업  등 문화

 차이에서 발생되는 이직률은 DDT 담당자가 

직  인터뷰를 하여 개발자를 채용함으로써 최소

화한 , 국 개발자들의 애로사항을 화를 통

해 수시로 수용하려고 노력한 , 높은 임 을 원

하는 국 개발자에게 상향 조정된 임 을 과감하

게 지 한 , 실패 사례연구나 일럿 테스트를 

통해 리스크 발생을 철 히 방하는 DDT의 내

부 통제시스템 등을 ODC의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

다. 렴한 해외 개발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비

용 감과 품질 향상을 얻었으며, DDT의 표  방

법론에 친숙한 기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시

장진출을 앞당겼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DDT는 

지속 인 해외 개발을 해서 재 계약된 거래를 

단기(2～3년)에서 장기 계약(5년 정도)으로 연장하

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5. 사례분석 결과 

5.1 지식 불균형

로벌 IT 소싱의 거버 스 유형으로 알려진, 

벤더(vendor), 자회사(captive 는 subsidiary), 조

인트벤처(joint venture, 합작회사) 에서, 연구

상 국내 기업의 부분은 자회사의 형태로 해외 

개발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기업들  한 기업은 

략  제휴의 형태로 다른 한 기업은 자회사+

략  제휴의 형태로 해외 개발을 하고 있었다. 이

에 따라 에서 언 한 로벌 IT 소싱의 세 가지 

거버 스 유형에 략  제휴  혼합  거버 스

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아래 표).

국내 기업의 기 해외 소 트웨어 개발은 SI(Sys-

tem Integration)업계의 표 주자들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단기  에서는 

비용 감이라는 목 으로, 장기 인 에서 해

외시장 개척이라는 략 인 목표를 갖고 해외진

출을 하고 있었다. 거버 스의 선택은 해외 개발

자의 기회주의  행동에 따른 거래비용의 에

서 이루어졌기 보다는 기업의 투자여력과 해외 시

장의 잠재  가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국내 SI 업

체들은 해외 수주 물량을 증가시켜 ODC를 활성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명제 1은 아

래와 같이 수정되었다.

수정된 명제 1：해외 소 트웨어 개발에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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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계층  거버 스 메커니

즘의 선택은 해외시장 개척이라

는 략 인 목표와 투자여력, 해

외물량과 계가 있다.

5.2 지식 특수성

해외 소 트웨어 개발은 코딩만 이루어진다고 하

더라도 비즈니스 업무지식, 로젝트 반에 한 

지식, 모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방법론 등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지식 특수성이 높은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지식 특수성과 계층  거버 스

의 선택은 정의 계가 있을 것으로 잠정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략  제휴를 하는 DDT의 경

우, 엄 하게 계층  거버 스는 아니지만, 고용주

-피고용주의 계도 계층  계로 볼 수 있어 명

제 2는 수정없이 채택되었다.

명제 2：해외 소 트웨어 개발에서 지식특수성은 

계층  거버 스 메커니즘의 선택과 정

의 계가 있다.

5.3 지식 민감성

해외 개발은 고객과의 의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며, 특히 공공기 의 시스템  신기

술 련 시스템은 보안 문제로 해외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 해외 개발은 코딩 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었으며 데이터베이스 개발  고객 데이터에 

한 해외 이 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도덕  해이(moral hazard)에 비하여 개발자

가 사내의 사  네트워크 안에서만 일을 하게 한

다든지, 개발자들이 외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나 기

이 유출될 경우 IP를 통해 추 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해외에서 소스코드를 올리면, 서울에서 다

운로드 할 수 있도록 서버 기반의 시스템이 만들

어져 있었다. SDT의 경우, 도덕  해이에 비하

여 RFID와 같은 최신기술에 한 코딩은 피하고 

있었다. 따라서 명제 3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

수정된 명제 3： 기단계의 해외 소 트웨어 개발

에서는 민감성이 높은 지식을 해

외에 이 하는 것은 피하고 있으

며, 산출물의 유출을 피하기 해 

보안이 강화된 서버 기반의 시스

템을 사용하고 있다.

5.4 지식 복잡성

연구 상 기업들은 비즈니스 업무 지식, 문화  

지식을 문서화하기 힘들며 달하기 어려운 복잡

한 지식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자회사 형태의 거버

스 구조에서 이러한 지식들이 더욱 용이하게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하고 있었다. 개발자들

에 한 일년간 서울생활 허용, 자사 문화에 한 

지속  교육, 본사로의  등 비즈니스  문화

 지식을 이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회사 형태의 

거버 스 구조에서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

었다. 따라서 명제 4는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

명제 4：해외 소 트웨어 개발에서 이 되는 지식

의 복잡성 정도와 계층  거버 스 메커

니즘 사이에는 정의 계가 있으며, 지식

이 복잡할수록 사회화와 참여 형태의 지

식이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해외 소 트웨어 개발에서 지식이

을 효과 으로 하기 해 필요한 거버 스 메커니

즘 구축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는 에

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해외 개발을 고려하고 있

는 기업의 경우, 자본력과 기업 규모가 큰 기업

의 해외 개발 모델을 무조건 받아들여 용하는 

것보다 자사에 합한 략을 세우고 실패 사례 

분석과 시험 (pilot) 해외 개발을 통해, 해외 개발

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식 불균형에 따른 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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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형태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철수할 경우 기업이 

떠 안게될 험이 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 개

발 수주 물량이 충분치 않다면, 해외 법인 설립보

다는 해외 문기업과의 략  제휴나 계약 방식

을 통한 해외 개발이 더 효율  것으로 보인다.

해외 소 트웨어 개발에서 지식 특수성, 민감성, 

복잡성이 높을수록 계층  거버 스의 선택이 바

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 기업들은 해외

소 트웨어 개발에서 모기업의 투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헌신(commitment)을 보일수록, 그리고 해

외직원도 우리직원이라는 에서 더 많은 인  

리 노력(인사고과 실행, 상호이해 증진을 한 노

력, 모기업으로  등)을 기울일수록 해외직원의 

동료의식은 강해지고 이들의 기회주의  행동은 

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해외 개발자와의 

장기 이고 신뢰에 기반한 계는 해외 개발자의 

모기업 비즈니스에 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고

객요구에 맞는 고품질의 결과물을 개발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신기술 기반의 

소 트웨어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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