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verseas expansion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f the Korean software industry has been sluggish,

with many SMEs lacking the necessary capabilities required for successful entry into the overseas marke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apabilities SMEs require to advance into overseas markets and develop a diagnosis model for

evaluating overseas entry capability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SMEs. A basic research was first performed

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ftware industry, software exports, and SMEs.

Based on this research, the study aimed to develop a model for diagnosing overseas entry capability of SMEs by

dividing the required overseas entry capability into globalization capability in product area and internal competence

from a resource-based perspective.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SMEs in overseas

markets by presenting a diagnosis model that evaluates the capabilities required to advance into overseas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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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프트웨어 수출은 무형의 첨단 제품 수출로 하

드웨어와 같은 유형의 제품과 상이한 수출 특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 마케

팅 전략과 해외 시장 마케팅 전략의 차이점을 명

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구매자와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판매하

며 해외 마케팅 비용과 시간이 모두 많이 소요된

다. 해외 진출 국가별 관련 기술 환경, 소프트웨어

사용자 환경, 소프트웨어 시장 특성,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해서 오랜 시간 투자하고 체계적으로 준

비해서 접근해야 하는 난도가 높은 수출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수출 방식은 산업

특성과 소프트웨어 수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다수의 국내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은 기능적 차별

화와 일부 기술적 우월성만으로 해외시장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실적이 없으면 중단하기를

반복하는 실정이다. 정부 소프트웨어 수출지원 사

업은 이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근본적 처방

없이 시장 개척,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준비와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단순 요구 사항을 해결

해 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박수용 외(2012)의 국가 소프트웨어 경쟁력 향

상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공학 역량

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으며 소프

트웨어 제품의 기술 완성도 관리가 부실하다. 그

리고 이세영(2011)의 소프트웨어 글로벌화 연구에

서 해외 판매용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테스

트 방법, 품질 검수 등이 표준화, 정형화되지 못해

개발 전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하고 하였다.

이렇듯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체계

적이며 종합적인 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준비

정도가 부족하고 해외 마케팅 및 해외 프로젝트

전문 인력 역시 부족해서 해외시장 기회 발생에

따라서 비체계적으로 해외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 판매에 대

한 충분한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기존 사업 조직과 분리된 수출 전문 조직

의 구성없이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서 비숙련,

비전문 인력에 의해서 일회성 수출 대응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 하는 문제점이 있다. 경험과 자원의

한계로 국내 시장 관점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 하

게 되므로 해외 진출 도전 단계만 반복하고 있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수출 특성

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중

심적 접근의 체계적인 수출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 소프트웨어 수출 역량 관련 연구는 주로 기

업 내부 자원 관점의 수출 역량에만 국한된 연구가

많은데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제

품과 기업 역량으로 나눠서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동안 없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과 수

출 특성을 포괄적으로 다룬 소프트웨어 특성 중심적

인 수출 역량 연구 역시 부족하고 Globalization 연

구는 소프트웨어 공학적 관점에서만 일부 연구가 있

다. 기존 공학적 개념에 더해서 글로벌 시장 구매자

가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후관리․보증

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품 글로벌화 준비 역량으로

규정하고 국제화․현지화 개발, 글로벌 품질 관리,

글로벌 사후 지원 체계, 글로벌 프로젝트를 더해서

총체적 개념의 제품 글로벌화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렇게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본 연구 목적은

글로벌 시장 판매 관점으로 정의한 수출 특성 이론

기반 하에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역량에 대해서 규정하고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해

외 진출 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

단 모델 개발하기 위함 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진단 모델의 궁극적 목적은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에

게 진단 결과에 따른 역량 단계별 수준에 맞는 해외

진출 역량 개선 방향과 우선 과제를 도출하는데 도

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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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특성 수출 특성 세부 분류 산업 특성 판매 관점 선행 연구

제품의
글로벌화

Internationalization 수확 체증
규모의 경제

수익극대화, 비용절감
대응 용이성

심상렬(2011),
김준연, 김은희(2010)

Localization
표준의 중요성
호환성

비용절감(인건비),
판매 용이성 이세영(2011)

원격지
사후 관리

Update, Upgrade 제품 생명 주기,
사후관리 중요성

수익성
사후관리 비용 조병선, 조상섭(2014)

Warranty․Maintenance 사후관리,
사후보증 중요성

사후보증 수익․비용
거래 신뢰성

김도훈(2009),
Park et al.(2012)

Customer Support
사후관리,

사후(고객) 관리 중요성
사후관리 비용,
거래 신뢰성 Negash et al.(2002)

차별적
수출

차별적 수출 방식 무형성, 차별적 수출 절차,
방식

수출 판매 제반 비용,
수출 제도

심상렬(2011),
안병수(2006)

제품 분류별
차별적 해외 진출 방식

네트워크 효과,
잠금 효과

해외 진출 방식,
국제거래 방식

조병선, 조상섭(2014)

해외 마케팅 전문성
첨단 기술 제품
오랜 시간,
비용 소요

비용 절감, 마케팅 전략,
커뮤니케이션 심상렬(2011)

<표 1> 글로벌 시장 판매 관점 소프트웨어 수출 특성

2. 이론적 배경

2.1 소프트웨어 특성 이론

조병선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범용 소프트

웨어의 경우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시장 선점

으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잠금

(lock-in effect) 효과가 발생해서 후발 기업 진입

장벽이 발생한다. 이렇게 자본력이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게 되고 자금력

이 부족한 후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진출하기 어

려운 시장이 되었다. 소프트웨어는 판매 후 제품

의 짧은 수명 주기로(조병선, 조상섭, 2014) 인해

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로 제품 성능

을 보증 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수출 시 원격지에

대한 이런 성능 보증과 장애 지원 체계는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만큼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준

비를 국내 시장과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김준연, 김은희(2010), 심상렬(2011), 조병선, 조

상섭(2014) 등의 소프트웨어 수출 특성 연구 중 수

확 체증 특성, 표준의 중요성, 호환성은 글로벌 시장

수익 극대화와 인건비를 포함한 개발 비용 최소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해외 진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특성

이다. 제품의 무형성은 해외 진출 방식, 해외 마케팅

방식, 수출 거래 방식을 결정하는 특성이다(심상렬,

2011).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문화권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하는

데 이는 국제화․현지화와 관련된 특성이고(이세영,

2011) 글로벌 주요 벤더 제품과 기술 호환성이 높은

기술 표준 채택으로 기술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

원격지인 글로벌 시장에 판매 시 원활한 유지 보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등 판매 후 지속적인 성능 관

리와 장애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 관리 체계

및 보증이 글로벌 시장 구매자의 매우 중요한 요구

사항이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중요하게 요구

하는 사항들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이를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

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사 제품 수출 특성을 충

분히 검토하고 이를 초기부터 반영해서 소프트웨어

제품 전략 수립과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이 종합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과 소프트웨어 수출 특성 이론 등을 종합

적으로 연구해서 <표 1>로 새롭게정의하고 재구성

해본 연구의 기초 이론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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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W Globalization이론

Cho(2007)의 Globalization and Global Soft-

ware Development연구와 Gross(2006)의 Inter-

nat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of Software 연

구에 따르면 Globalization의 핵심 동기 요소는 세

계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비용을 최소화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함

이라고 하였다. 이세영(2011)의 국내 소프트웨어 글

로벌화 수준 평가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사용자를

위한 문화적, 사회적, 기술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

여 개발된 글로벌화 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인 절차를 글로벌화(Globalization, G11n)라

고 한다고 하였다. 글로벌화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

기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I18n)와 현지화

(Localization, L10n)로 구분되며 국제화는 각기 다

른 언어와 문화권에서 변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

고 구현하는 기술적 절차이며, 현지화는 해당 제품

을 특정 언어와 문화권에 적합하도록 변형 하는 절

차이다. 소프트웨어 국제화는 1985년 Apple에서 사

용하기 시작했고 유니코드 컨소시엄이 i18n 약어로

표기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여러 나라 언어와 문화를

지원하기 쉬운 구조로 만드는 것으로 국제화는 여러

문화와 언어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구

현하는 것이다(박미라, 2016). 국제화는 언어 표시,

날짜 및 시간 표기, 문자 정렬 순서, 데이터 교환 등

을 포함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지정 언어와 지역, 국

가에 맞는 형식으로 표현한다(Gross, 2006). 소프트

웨어 현지화는 소프트웨어를 특정 지역의 언어와 문

화를 지원하게 하는 것이며 약어로 L10n으로 표기

한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국제화

와 현지화에 관해서 연구하였으며 1991년 유니코드

(UNICODE)가 개발되고 관련 표준이 제정되었다

(박미라, 2016). 소프트웨어의 현지화는 제품을 대

상 국가 언어, 문화, 관습적인 요구에 맞게 변경하고

콘텐츠를 삽입하는 것이다. 현지화는 소프트웨어 제

품 문자뿐만 아니라 문서, 그림, 오디오, 비디오 등

에서 적용된다. 현지화는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파일 다루는 단계에서 현지화할 파일을 만드는 방법

을 고안한다(박미라, 2016).

UNICODE(유니코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이며 국제화의

중요한 조건이다. 전 세계 언어 대부분의 문자 집합

을 포함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각 문자에

고유한 번호를 할당하는 국제 문자 부호 체계이다.

1991년 유니코드 컨소시엄이 만들어졌고 MICRO-

SOFT, ORACLE, APPLE, IBM, HP 등 글로벌

IT 기업이 유니코드 표준을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

으며 유니코드 컨소시엄이 유니코드를 개발하고 관

리한다(UNICODE CONSORTIUM Home Page;

박미라, 2016).

Locale(로케일)은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선호하

는 언어와 국가 관련 내용을 지정하는 매개변수 집

합을 로케일 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로케일을 통해

원하는 언어와 국가 정보를 호출해서 해당 언어와

국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UI언어는 제품의 문자열과 같은 리소스를 결

정하고 로케일은 언어와 국가의 데이터 표현 형

식을 결정하는 차이가 있다(MICROSOFT Home

Page, Docs, Software Globalization, Locale; 박

미라, 2016). 소프트웨어에 대한 Globalization 이

론은 국내외의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분야이며 소

프트웨어 공학적 관점의 연구 분야로 <표 2>로 정

리 하였다.

Globalization 이론 연구자

∙Globalization 개념, 국제화․현지화
개념
∙국제화․현지화 개발 절차, 국제화․
현지화 어려운 점

Gross
(2006)

∙Globalization 이론
∙국제화, 현지화 이론, 절차, 단계
∙국제화, 현지화 평가 항목

이세영
(2011)

∙Globalization의 주요 동기
∙개발 인력 인건비 절감, 수확 체증의
목적

Cho
(2007)

∙국제화․현지화 이론
∙Globalization 단계 이론

박미라
(2016)

<표 2> Globalization 이론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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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원기반관점(Resource Based View) 이론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분석하는 데는 크게 두가

지 접근 방법이 있다. 하나는 중소기업 외부의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Porter(1980, 1985) 접근 방법이

고, 다른하나는기업이가지고있는독특한(Idiosyn-

cratic) 기업 특유의 내부 자원에 초점을 두는 자원

기반 관점이다(이영주 외, 2007). 자원기반 관점은

자원의 활용성과 역량개발을 기준으로 글로벌화 발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이영주 외, 2007).

자원기반관점(RBV, Resource Based View of

thefirm)이론은 기업을 서로 다른 물리적, 무형적

자산과 능력의 집합체로 규정하고 여기에 자원은

물리적 자원과 인적자원, 경영 지식, 브랜드 등으

로 구성되는 무형자원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동일한 자원을 가질 수 없고 조직의 문화와

전략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Collis

and Montgomery, 2008). 기업은 가지고 있는 자

원(resources)을 서로 조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게 되며(Grant, 1991), 이 역량

에 따라 기업이 생산제품과 시장의 결정과 같은

기업 활동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이영주 외(2007)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원

기반 관점은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분석 적용에

적합하고 조기에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기업과 그

렇지 못한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역량 면

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자원 기반 관점의 수출 역량 이론을 <표 3>과

같이 정리해서 본 연구의 기업 내부 역량을 정의

하는데 근거 이론으로 삼고 역량 진단 범주와 항

목을 도출 하는 프레임 워크 개발 토대로 삼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기업 내부 역량에서 문화 지

능 역량을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그 이유는 소프트

웨어 글로벌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술적

인 능력 부족 보다 현지 문화적 이질성을 효과적

으로 관리하지 못한 문화적 상호작용의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으며(홍종열, 2018) 결국 글로벌

비즈니스 성패에 문화 지능(리버모어 문화지능 CQ)

역량이 매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수출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

화 지능 역량은 <표 4>로 정리하고 기업의 내부

역량 진단에 중요한 범주로 포함하였다.

수출 역량 이론 연구자

∙SW서비스 기업 해외 진출 역량 이론
∙역량 도출 프레임 워크
∙진단 평가 방법

궁한경, 이승우
(2014)

∙자원 기반 관점 수출 역량 이론
∙수출 역량 진단 모델
∙핵심역량별 성공 요인 및 측정지표

이준호
(2015)

∙수출 성과 결정 요인
∙수출 선도 중소기업 특징
∙수출 선도 기업 역량
∙경영자역량, 글로벌지향성연구개발과
제품 역량

오성근
(2013)

∙중소기업의 자원 기반 관점 글로벌화
주요 이론
∙글로벌 역량의 유형
∙글로벌 역량의 유형별 자원

이영주 외
(2007)

∙수출 중소기업의 특성
∙내부 특유 자원 관점 수출 중소기업의
역량
∙기술 자원, 인적 자원, 물리적 자원,
네트워크 자원

전재일
(2016)

∙중소기업 글로벌 혁신 역량 진단 모델
∙기업 내부 자원 관점 글로벌 혁신 역량
요소
∙7가지 역량 요소에 대한 항목과 근거
제시(CEO 경영능력, 기업 규모, 시장
대응 능력, 기술 능력 등)

노동기 외
(2014)

<표 3> 자원 기반 수출 역량 이론

문화적 역량 이론 연구자

∙중소기업 문화 인텔리전스 정의 홍성헌
(2017)

∙중소기업 리버모어 문화지능 모델
∙중소기업 문화 지능 동기, 문화 지능
지식, 문화 지능 전략,
∙중소기업 문화 지능 행동 전략
∙중소기업 문화 지능 5단계와 문화 지능
단계별 특징

홍종열
(2018)

∙중소기업 문화적 거리와 마케팅 역량,
수출 성과

김형욱
(2018)

∙중소기업 CAGE 모델 이론
∙중소기업 수출 있어서 거래 시장과의
문화적 거리

Ghemawat
(2007)

<표 4> 문화 지능 역량 이론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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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별 관련 이론 선행 연구 진단 대상 영역 선정

l SW 수출 부진 원인
l SW 수출 성공 요인
l Globalization 이론

SW Globalization 진단

해외 진출 기업 내부
역량 진단

제품 글로벌화
문제 정의

기업 내부 역량
문제 정의

문제 정의

l SW 수출 부진 원인
l SW 수출 성공 요인
l 기업 내부 역량 이론

[그림 1] 진단 대상 영역 선정 프레임 워크

l SW 수출 특성, 산업 특성 연구
l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수출 역량

선행연구

각 영역별 관련 역량 선행 연구 진단 범주, 항목 도출

l SW 수출 특성, 산업 특성 연구
l SW Globalization 선행 연구

진단 범주 개발
진단 항목 개발

진단 범주 개발
진단 항목 개발

관련 역량 연구

관련 역량 연구

관련 역량 연구

[그림 2] 진단 범주, 항목 도출 프레임 워크

3. 진단 모델 설계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역량 진단 모델

설계는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 이론, 수출 특성 이

론, 수출 성공 요인, 수출 애로 사항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서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새롭게 정

립한 소프트웨어 수출 특성 이론 기반 하에 소프

트웨어 제품 및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내부 역량으

로 진단 영역의 선정한 이후 각 영역별 진단 범주

와 진단 항목을 도출하고 각 항목별 측정 지표를

개발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이 낮은 원인과 수출

애로 사항을 포함하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포괄적으

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품의 글로벌화

수준에 대한 영역과 기업의 내부 수출 역량으로 규

정하고 [그림 1]을 통해서 SW Globalization 영역

과 해외 진출 기업 내부 역량 영역으로 2개의 진단

영역을 도출하였다. SW Globalization역량 진단은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소프트웨어

공학적 개념 벗어나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대응력뿐만 아니라 판매 관점에서 제

품 관련 총체적인 고객 요구 사항 대응력을 높여서

수출 활성화를 이루도록 접근하였다. 기업 내부 역

량 진단은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글로벌화 된 제품

을 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고 원활

하게해외진출을진행할수있는지를진단하는목적

으로 기존 연구의 경영자 역량, 기술 역량, 인적자원

역량요소뿐만아니라다른문화권에서원활하게국제

비즈니스를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나타내는 문화지

능역량을포함해서기업내부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SW Globalization 영역과 해외 진출 기업

내부 역량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진단 범주와 진단

항목을 소프트웨어 산업특성과 수출 특성, 소프트웨

어 수출 성공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서 진

단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에 대한 진단 범주 및

진단 항목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그림 2]를 개발하

고 이에 따라서 SW Globalization 영역은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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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수출 역량 별
측정 지표 선행 연구

측정 지표, 진단지 개발

l SW Globalization 글로벌 역량 별
측정 지표 선행 연구

측정 지표 개발
항목별 질문 개발

측정 지표 개발
항목별 질문 개발

진단 요인 연구

진단 요인 연구

진단 요인 연구각 영역별 관련 역량 선행 연구

[그림 3] 항목별 측정지표 도출 프레임 워크

현지화 개발, 국제화․현지화 품질 관리, 글로벌 지

원 체계,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등 4개 범주로 구분

하고 각 범주별 2개씩의 진단 항목을 개발하였다.

이중 국제화․현지화 개발범주는본래 SW Globa-

lization의 공학적 관점에서 국제화․현지화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1개의 범주로 두어서 4개의

진단 항목으로 구성해서 총 4개 범주 10개 항목으로

하였다. 해외 진출기업내부역량경영자글로벌역

량, 글로벌 기술 역량, 글로벌 인적자원역량, 문화지

능 역량으로 4개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별 2개씩

진단항목을개발하였다. 이중문화적지능역량역시

역량 상호간 연관성으로 범주를 별도로 분리 하지

않고 1개 범주에 4개의 진단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SW Globalization과 기업 내부 역량 각각

의 영역에 대한 진단 항목별 측정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Globalization 진단 요인, 지표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표 5>와 같이 정리 했

으며 선행 연구에서 확인한 다양한 요인과 지표 중

본 진단 모델에 적합한 지표만을 포함해서 <표 6>

SW Globalization 역량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동

일한 방식으로 <표 7>을 통해서 적합한 기업 내부

역량 측정 지표를 선별하고 <표 8>과 같이 도출하

였다. 이렇게 각 진단 항목에 대한 진단 요인, 측정

지표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항목별 적합한 진

단 지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림 3]에 따라서 각

영역의 10개의 진단 항목에 대해서 항목 당 측정 지

표 2개씩 개발해서 총 20개의 측정지표를 <표 6>,

<표 8>과 같이 균형 있게 도출하였다.

넷째, SW Globalization과 기업 내부 역량 모두

각각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역량 성숙도 평가 단계를

Level 1～Level 5로 각각 5단계로 나누어 <표 9>,

<표 10>과 같이 5단계로 성숙도를 구분 할 수 있도

록 개발 하고 역량 진단 등급별 성숙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해서 각 단계가 의미 하는 내용을 진단

대상 기업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진단 요인 및 지표 연구자

국제화․현지화
설계, 구현, 테스트

전담, 전문 인력 중요성 Gross(2006)
Cho(2007)
Xin Xia(2013)
이세영(2011, 2012)
이관우(2013)
박미라(2016)
심상렬(2011)

국제화․현지화
개발, 전문 인력 중요성

UNICODE(유니코드)
구현, 전문 숙련 인력

Locale(로케일)
구현, 전문 숙련 인력

국제화․현지화
구현 테스트,

프로세스, QA체계

Gross(2006)
Cho(2007)
Xin Xia(2013)
이세영(2011, 2012)
이관우(2013)

국제화․현지화
출시 테스트,
프로세스, 체계

Warranty․Maintenance,
정책, 체계 김도훈(2009)

Park et al.(2012)
Negash et al.(2002)Customer Support

시스템, 전담 인력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전문 인력 김경민(2010)

최발근 외(2016)글로벌 프로젝트
의사소통 역량

<표 5> Globalization진단 요인, 지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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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항목 측정 지표

국제화․현지화
계획

∙요구 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전문 인력

국제화․현지화
설계, 구현

∙설계, 구현 프로세스
∙설계, 구현 전문 인력

UNICODE
(유니코드)

∙UNICODE 적용, 구현
∙개발 전문 인력

Locale
(로케일)

∙Locale 적용, 구현
∙개발 전문 인력

국제화․현지화
기능 테스트

∙기능 테스트 절차
∙기능 테스트 세부 기준

국제화․현지화
품질 테스트

∙해외 출시 점검
∙서비스 점검 기준

Warranty․
Maintenance 정책

∙사후 관리 체계중 보증 정책,
∙해외 유지 보수 정책

Customer
Support시스템

∙사후 관리 체계 중 고객지원 체계
∙해외 고객 전담 지원 인력

프로젝트 관리
역량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PM
BOK 10개 지식영역
∙해외 프로젝트 전문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의사소통 역량

∙이해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역량
∙프로젝트 의사소통 체계

<표 6> SW Globalization 역량 측정지표

진단 요인 및 지표 연구자
경영자 글로벌 지향성,
계획 이행 정도, 소통정도
해외 사업 경험 정도

이영주 외(2007)
이종원, 이명성(2016)
오성근(2013)
이준호(2014)

궁한경, 이승우(2014)
경영자 해외 진출 경험,
해외 시장 특성 이해도
글로벌 기술 개발 역량,
해외기술인증, 기술특허

이영주 외(2007)
이종원, 이명성(2016)
최윤정 외(2013)

궁한경. 이승우(2014)
글로벌 서비스 역량,

서비스, 공급 모델, 채널수
글로벌 조직 구성,

전담 조직 구성, 업무 분장
Black, Gregersen(1999)

정용진(2003)
McLean(2001)
이영주 외(2007)

인적자원 전문,
외국어 활용정도,
문화지능 동기 역량,
문화 차이점 학습, 활동 홍성헌(2017)

홍종열(2018)
문태원(2008)
김형욱(2018)
리버모어(2016)
Ghemawat(2007)

문화지능 지식 역량,
규범 차이, 제도 차이 인식
문화지능 전략 역량,
상관례 차이 인식, 활용
문화지능 행동 역량,

글로벌 리더쉽, 협업 활동

<표 7> 내부 역량 진단 요인, 지표 선행 연구

진단 항목 측정 지표
경영자 글로벌
지향성

∙해외진출 계획 이행 정도, 전략 공유
∙해외시장 발굴 및 전시회 참가 횟수

경영자 경험 ∙CEO 해외시장 특성 이해 정도
∙CEO 해외 네트워크 보유 수

기술개발 역량
∙동일 제품 영역 글로벌 기술 경쟁력
∙소프트웨어 인증, 해외 인증 획득 수

글로벌
서비스 역량

∙글로벌 서비스, 공급 모델 보유
∙글로벌 시장 공급 채널 개발 수

글로벌 조직
구성역량

∙해외 진출 TFT구성, TFT역할 정의
∙해외 진출 전담 인력 보유 명수

인적자원
전문성

∙전문 인력 해외 마케팅 경험 정도
∙다국어 사용 가능 인원 수

문화지능
동기역량

∙다른문화권차이점중요성이해정도
∙글로벌 소통 능력 향상 학습 활동

문화지능
지식역량

∙다른 문화권의 제도, 규범, 차이 인식,
목표 시장 문화적 특성 이해 정도
∙제도, 규범 차이에 대한 학습 활동
정도

문화지능
전략역량

∙다른 문화권의 상관습, 계약 제도,
비즈니스 규범 차이 이해 정도
∙목표 시장 상관습, 계약제도,
비즈니스 규범 차이를 이용한 전략적
활동 정도

문화지능
행동역량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협업 이해
정도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협업 활동
정도

<표 8> 기업 내부 역량 측정 지표

Globalization
성숙도 단계 성숙도 단계 분류

Level 5 Globalization 성숙 단계

Level 4 Globalization 서비스 단계

Level 3 Globalization 개발 단계

Level 2 Globalization 계획 단계

Level 1 해외 진출 무관심 단계

<표 9> SW Globalization 역량 성숙도 단계

내부 역량
성숙도 단계 성숙도 단계 분류

Level 5 해외 진출 성숙 단계

Level 4 해외 진출 성장 단계

Level 3 해외 진출 도전 단계

Level 2 해외 진출 탐색 단계

Level 1 해외 진출 무관심 단계

<표 10> 기업 내부 역량 성숙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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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지능 동기 역량

문화 지능 지식 역량

문화 지능 전략 역량

문화 지능 행동 역량

국제화&현지화
개발

국제화&현지화
품질 관리

글로벌 지원 체계

글로벌 프로젝트 역량

경영자 글로벌 역량

글로벌 기술 역량

글로벌 인적 자원 역량

문화 지능 역량

경영자 글로벌 지향성

경영자 해외진출 경험

글로벌 기술 개발 역량

글로벌 서비스 (공급)역량

글로벌 조직 구성 역량

인적 자원 전문성

진단 범주, 항목 도출
항목별 측정지표, 진단 문항

이론 배경 진단 영역 도출

SW 
Globalization

진단

해외진출
내부 역량

진단

① SW Globalization, 
국제화&현지화 이론

②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 
수출 특성

③ 소프트웨어 수출 부진
원인

④ 수출 성공 요인 이론

① 자원 기반 해외진출 기업
내부 역량 이론

② 해외진출 성과 부진 원인

③ 수출 성공 요인 이론

④ Cultural Intelligence 
이론

범주, 항목 수, 평가방법

① 진단 범주: 4개 범주

② 진단 항목: 10항목

③ 진단 문항: 20문항

④ 역량 성숙도 평가 : 

평가 단계: Level 1 ~ 5 

① 진단 범주: 4개 범주

② 진단 항목: 10항목

③ 진단 문항: 20문항

④ 역량 성숙도 평가: 

평가 단계: Level 1 ~ 5 

글로벌프로젝트 관리 역량

글로벌프로젝트 의사소통 역량

Warranty & Maintenance

Customer Support 

국제화&현지화 기능 테스트

국제화&현지화 품질 점검

국제화&현지화 계획

국제화&현지화 설계, 구현

UNICODE(유니코드)

Locale(로케일)

[그림 4]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역량 진단 모델 설계

마지막 과정으로 이렇게 개발된 소프트웨어 중

소기업 해외 진출 역량 진단 모델 설계를 정리 해

보면 SW Globalization 영역은 4개 범주의 10개

항목, 20개 측정 지표, 5단계 역량 성숙도 평가로

[그림 4] 진단 모델의 상단과 같이 개발 하였으며

해외 진출 기업 내부 역량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4개 범주 10개 진단 항목, 20개 측정 지표, 5단계

의 역량 성숙도 평가로 [그림 4] 진단 모델 하단과

같이 설계 했다. 두 영역 상, 하단 진단 설계를 포

함해서 [그림 4]를 완성 하였다.

4. 진단 모델 적용 사례 연구

4.1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역량 진단

모델 적용 사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역량 진단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중소기업 A사를 진단

모델 적용 기업으로 선정하고 해외 진출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전문 컨설턴트가 해외 진출 역량

진단을 직접 실시하였다. 진단 모델 적용 사례 기

업 개요와 선정 기준은 <표 11>과 같으며 [그림

5]의 진단 진행 절차에 따라서 진단 개요 설명 후

전문가 진단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업명 A기업

기업 규모 50명 이하 중소기업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업종 분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제품 분류 패키지 SW/디자인 저작도구

수출 실적 수출 실적은 없음(2019년 기준)

매출액 50억 미만/2018년

선정 기준 직원 수, 매출액, 해외 진출 여부

<표 11> 사례 기업 개요 및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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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외 진출 역량 진단 진행 절차

4.2 진단 사례 기업 해외 진출 역량진단 평가

방법 개발

4.2.1 진단지 개발 및 평가

SW Globalization 영역 진단지는 진단 모델 설계

에 따라서 4개 범주 10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진

단 항목별 문항 개발은 기 도출된 항목별 2개의 측

정 지표에 따라서 항목 당 2개의 문항으로 20개의

관련 질문으로 진단지를 개발하였다. 기업 내부 역

량 영역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4개 범주 10항목, 20

개 진단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두 영역 모두 각 문

항 당 5점 척도로 평가하고 1개 질문 문항 당 5～25

점 배점으로 하고 각 진단 항목 당 2개의 문항으로

20개의 측정 지표 기준에 따른 관련 질문으로 진단

지를 구성하였다.

진단 대상 기업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사 기

업의 제품과 기업 내부 역량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답변하고 항목별로 해당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으

며 매우 부족은 5점, 부족은 10점, 보통은 15점, 좋

음은 20점, 매우 좋음은 25점으로 항목별 배점을 설

정하였다. 이후 진단 대상자가 진단지에 표시한 항

목별 점수를 합산해서 영역별, 범주별, 항목별 진단

척도 5점 환산 점수를 최종 합산해서 성숙도 단계를

평가하게 된다.

4.2.2 범주별, 항목별 배점표

진단 범주별, 진단 항목별 평가 배점을 객관적 기

준으로 도출 하는 것은 이번 연구에서는 포함 하지

못하였다. 사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진단 대상

기업의 담당자와 사전 인터뷰를 통한 조율 방식으로

진단 총 평점은 1000점을 만점으로 정하고 Glo-

balization은 4개 진단 범주, 10개 항목으로 구성, 전

체 평점의 50% 비율인 500점 만점으로 해서각각의

범주는 2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다. Glo-

balization의 국제화․현지화 개발 범주는 다른 범

주의 2배이므로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00점 만점으로 구성 하였다. 기업 내부 역량 역시

4개 진단 범주 10개 항목으로 구성, 동일한 방식으

로 전체 평점의 50% 비율인 500점 만점으로 해서

각각의 범주는 2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

다. 문화 지능 역량 범주 또한 다른 범주의 2배인

4개 항목이므로 20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다. 진단

항목의 배점은 균형성 측면에서 평균치를 일괄적으

로 반영하여 범주별 배점 표를 개발하였다. 도출된

각각의 역량 범주별, 항목별 배점은 <표 12>,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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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범주 배점 평가점수

국제화&현지화 개발 200 150

국제화&현지화 품질관리 100 60

글로벌 지원 체계 100 40

글로벌 프로젝트 역량 100 30

진단 범주 합계 500 280

<표 12> Globalization 범주별 진단 결과

진단 범주 배점 평가점수

글로벌 경영자 역량 100 55

글로벌 기술 역량 100 60

인적 자원 글로벌 역량 100 40

문화지능 역량 200 100

진단 범주 합계 500 255

<표 13> 기업 내부 역량 범주별 진단 결과

4.3.성숙도 단계 등급별 해석기준

<표 9>와 <표 10>으로 각각의 진단 영역에 대

한 역량 성숙도 단계는 진단 결과 역량 합계 점수

에 따라서 역량 성숙도 Level단계를 정의하고 어느

단계의 성숙도에서 해외 진출을 진행 하고 있는가를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SW Globalization 성숙

도 단계와 기업 내부 역량 성숙도 단계는 <표 9>,

<표 10>과 같이 진단 결과 점수에 따라 5단계 성숙

도로 분류해서 평가한다. 각 진단 등급 Level 별 역

량 성숙도를 해석하는 기준을 정의 하였는데 가장

낮은 단계인 Level 1은 해외 진출 역량을 전혀 갖추

지 못해서 해외 진출이 부적합하며 가장 높은 단계

인 Level 5는 해외 진출 성과를 기반으로 제품 영역

에서는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제품을 개발 및 공급

하는 안정적인 단계로 분류할수 있다. 기업 내부 역

량 영역에서는 해외 진출 성공 경험을 축적하고 해

외사업 전문 조직이 분업화되고 구조적인 해외사업

이 가능한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각 역량

성숙도 등급별 기업의 현재 수준의 해외 진출 단계

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성숙도 Level에 따른 부족한

역량 개선 방향 제시와 우선순위 도출 등 해외 진출

전반적인 전략을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4.4 사례 기업 진단 결과 분석

본 진단 모델 적용 사례 기업 A사는 패키지 소프

트웨어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해외 진출은 ASEAN 시장과 일본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2차례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서 해외시장 탐색을 하고 진단 당시 수출 실적은 없

었지만 해외 진출을 부분적으로 탐색, 시도 하고 있

는 기업으로 해외 진출 컨설팅 과정에서 본 진단 모

델을적용해서해외진출역량을제품영역과기업의

내부 역량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A사의 진단결과는 SW Globalization 영역에서는

진단범주합계점수 280점, Level 3으로 SW Globa-

lization 개발 단계로 평가되었다. 국제화․현지화설

계,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서 국제화․현지화를 구현

하는단계로품질관리를포함해서제품의국제화&현

지화개발범주는비교적준비가되어있지만글로벌

지원체계, 글로벌프로젝트역량은전담인력부족과

글로벌 시장 사후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관련문서개발이전혀되어있지않는등해외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진단

결과나타났다. 이런 단계에서는수출기회가발생해

도 원활한 대응이 어렵고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거나 서비스하기 어려운 단계로 평가 된다.

기업 내부역량 영역에서는 진단 합계점수 255점,

Level 3으로 해외 진출 기초 역량을 보유하고 소극

적수출활동에따라서발생하는수출기회를제한적

으로 대응하는 해외진출 도전단계로 평가된다. 경

영자의해외진출전략이행도는국내사업에따라서

쉽게 영향을 받고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왔다. 경영자의 해외 시장 특성 이해

도 역시 국내 사업과의 차별적 특성 잘 구별하지 못

하고비체계적으로접근하는 단계로나타났다. 다양

한문화의글로벌시장에서전략수립과전략적행동

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내는 문화적 지능 역량

전반에 걸쳐서도역량이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그리

고 글로벌 시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글로벌인적자원역량이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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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사례 진단 결과를 요약하면 해외 진출을 도

모하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은 주로 SW Globali-

zation 영역은 국제화․현지화 개발에 국한된 인식

이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지원 체계와 글로벌 프로

젝트 역량에 대한 이해 부족과 준비 부족으로 나타

났다.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어려움인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1명의 재능 있는 개발

인력이 업무 분장 없이 다양한 제품 개발 업무를 병

행해서 수행하는 등 전담 인력이 지정되어 있지 않

고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성과가 불확실한 해외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담

인력과 숙련된 인력 없이 기존 내부 비숙련 인력이

수출 관련 업무를 병행 수행 하며 이럴 경우 책임감

결여로 해외 진출 역량은 향상되지 않고 낮은 단계

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 내부 역량 영역에서도 역시 중소기업의 한

계인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다국어 사용 전문 인

력과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국내 업

무와 해외 업무를 업무 분장 없이 여건에 따라서

비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문제로 인해서 해외 진출

기업 내부 역량과 경험 자산 및 수출 문서 자산의

축적이 되지 못하고 낮은 단계의 탐색과 도전 단

계를 반복하다가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진단 항목이 제품개

발과 서비스, 품질관리 그리고 기업 경영자와 마케

팅, 전사적 문제로 분류되어 있어서 1명의 담당자

가 모두 적확하게 답할 수 없었으며 진단 항목별

분장된 업무 책임자의 확인을 통해서만 적확한 답

변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사전에 담당자를 선정

하거나 관련자가 참석한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진단 진행자가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제품의

국제화&현지화 개발 수준 역량에 대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문화적 역량에 대한 문항을

설명하고 질문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답

변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리고 진단 과정

에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SW Globalization에

대한 개념을 개발 공학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글로

벌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준비라는 점과

글로벌 시장 구매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은 진단 과정에서 의미가 있었다.

5. 결 론

소프트웨어 수출은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측면

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

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수출 제품의 특성, 수출

기업의 특성, 수출 준비 성숙도 단계 따라서 보다

세분화하고 체계적이며 소프트웨어 전문적인 접근

으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

기 위한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수확체증, 무

형성, 첨단 기술 제품과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시장 표준의 중요성, 호환성 고려

같은 수출의 특성을 고려하고 근본적이며 장기적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수출 역량을 진단

하기 위해서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 수출 문제점을

정의하고 문제 원인을 제품 역량과 기업의 내부 역

량으로 규정하였다. 소프트웨어 제품을 글로벌 시장

에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를 판단하는 포괄적

개념의 SW Globalization는 글로벌 기업과 시장에

서 경쟁할 때 구매자로부터 핵심적으로 요구 받는

사항을 균형 있게 포함해서 재구성한 통합적 SW

Globalization 역량 개념을 제시 하였다.

기업 내부 역량 영역에서는 기존 중소기업의 수

출 역량 관점과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 과정

에서 요구되는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기

업 내부 역량으로 정의했으며 글로벌 시장의 다양

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나타

내는 문화지능 역량을 차별적 요소로 포함해서 소

프트웨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업 내부 역량의

중요 구성 역량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자가 새롭게 정립한판매관점소프트웨어 수

출 특성 연구를 기초로 해서 진단 범주, 진단 항목

도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진단범주, 진단 항목을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출하고 확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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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영역에 대한 진단 항목별 진단 측정 지표 역

시 산업특성과 수출 특성, 소프트웨어 수출성공 요

인등을기초연구로해서역량측정지표도출프레

임워크를 개발해서 각 역량 진단 항목을 잘 측정할

수 있는지표 선별하고 확정하였다. 그리고 진단 결

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역량 성숙도 평가

표를 만들고 역량 성숙도 단계별 해석 기준과 역량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연구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발된 진단 모델의 실제 효용성을 검증하고

자 사례 기업을 선정하고 진단지와 진단 절차를 개

발해서 평가를 진행해 보았다.

5.1 시사점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글로벌 제품 준비 성숙

도 수준과 해외 진출 기업 내부 역량을 균형 있게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자사의

역량의 강점과 약점 파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 과제를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중소

기업 해외 진출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포괄적 역

량 진단모델이다. 본 진단 모델은 기존의 설문 항

목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단순한 기업 수출 역량

진단 모델에서 벗어나 제품과 기업 영역을 포함하

는 포괄적 역량 수준 진단, 등급 평정, 성숙도 수

준 파악, 결과 해석, 역량 강화 과제 제시의 통합

된 형태의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역량

진단 모델로 제시하였다. 진단 결과에 따르는 역

량 성숙 단계별 평가 기준과 해석 기준 제시로 기

업이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 과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소프트웨어 수출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연구자가 소프트웨어 수출 특

성을 판매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소프트웨어 수출 문

제를 제품과 기업의 영역으로 분리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들의 문제 해결을 두 가지 영역에서 접

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SW Globalization

개념을 공학적 개념에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포함해

서 글로벌 시장 판매에서 실제 빈번하게 요구받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 제품의 글로벌 수준으로 재해

석해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제품의 글로벌화를

공학적 개발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 종합적으로 수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본

진단 모델은 해외 진출을 탐색하고 도전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에 앞서 그들의 포

괄적 수출 역량을 진단하거나 현재 해외 진출을 진

행 중인 기업의 해외 진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효용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진

단 모델 개발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

한 정부 지원 사업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2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진단 모델 개발 시 진단

항목별 평가 배점을 정하는 방식에서 연구자가 균

형성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정하였는데

각 항목별 배점을 객관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에 대

한 연구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연구의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사례 연구를 추가해서 사례 연구의 풍부한 자료를

축적하고 진단 진행자를 내부 인력과 외부 전문가

에 의한 진단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차이점을 살펴

보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진단의 궁극적

인 목표인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역량 성숙

도 단계별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에 적합한 해외 진

출 방법론에 관한 연구도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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