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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GovTech 트렌드 및 시사점
1. 유럽 GovTech 동향
□ 유럽이 강력한 복지정책과 공공서비스 효율화 추진에 힘입어 GovTech*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음
※ 정부 디지털화의 실현수단으로 민간기업의 혁신 기술을 활용, 정부 및 공공기관의 내부 숙련도를 높이고, 국
민과의 소통 및 공익증진,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움1)

ㅇ UN의 e정부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공공분야
디지털화 상위 10개국 중 유럽국가가 5개 차지
(덴마크, 영국,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순)
ㅇ GovTech 액셀러레이터인 Public社는 정부가 공공위생
에서 치안에 이르기까지 직면한 모든 행정 현안을
해결하는데 민간의 혁신 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GovTech 전망을 낙관
□ 전 세계적으로도 정부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e거버넌스)가 가속화되면서 GovTech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ㅇ 실제 GovTech는 국민 의견수렴, 헬스케어, 조세 및
행정비용 징수, 인·허가 증명서 발급, 대중교통 및
하수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음

< 2018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
순위

국가

1

덴마크

2

호주

3

한국

4

영국

5

스웨덴

6

핀란드

7

싱가폴

8

뉴질랜드

9

프랑스

10

일본
* 출처: UN 및 저자재가공

1) https://medium.com/tradecraft-traction/navigating-the-field-of-civic-tech-c1f9670c8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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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킨지社는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 정부 서비스와 기술이 만난 GovTech >

전 세계적으로 1조달러(USD)의 경제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2)

정부 서비스 & 시민활동
･허가 신청
･벌금 납부
･조세

- 미국은 2016년 GovTech 스타트업에
3억3천6백만달러를 지원

･투표
･내부 행정 등

※ 2012년 대비 305% 증가

기술
기술
･클라우드

･오픈 데이터
GovTech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거래 등

* 출처: Tarek Ahmed & Ian Dowson, 저자 재가공

2. EU 및 영국·덴마크의 GovTech 지원정책
(1) EU
ㅇ eGovernment Action Plan 2016-2020
- 행정, 의료, 해상 운송 등 회원국의 다양한 분야 디지털화 지원을 통해 경제가
치를 창출. 공공서비스 10개 중 6개는 모바일 접근이 가능해짐
ㅇ Innovative mobile e-government applications by SMEs
- 지난 2015년 Horizon2020 일환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돕는 모바
일앱 개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선정, 각 5만~250만유로의 펀드를 지원. 총 예산
은 2억3천만유로3)
ㅇ GovTech Summit
- 2018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등과 함께 유럽 최초로 개최한 GovTech 관련 행사로
각국 지도자와 혁신가들이 모여 신기술을 통한 공공서비스 및 시민참여 개선에 대해
논의. 제2회 서밋은 2019년 11월 개최 예정
ㅇ 유럽의회 및 집행위도 GovTech 중요성 역설
- 유럽의회 마릿톄 샤커(Marietje Schaake) 의원은‘정부의 혁신을 돕는 기술은 민주주의
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시킨다’며 GovTech의 사회･정치적 중요성을 언급
- EU집행위 안드러스 안십(Andrus Ansip) 부위원장은 ‘정보는 경제성장의 생명선이
며, 공공분야 정보의 경제 가치는 2018년 520억유로에서 2030년 1,940억유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강조
2) McKinsey & Company., ‘Govtech: Delving into Europe’s eGovernment opportunity’
3) EU집행위. http://ec.europa.eu/growth/content/innovative-mobile-e-government-applications-sme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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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년 IT 관련 집행예산도 영국 8%, 폴란드 7.3%, 스웨덴 5.5%, 네덜란드 5.5%, 덴
마크 4% 씩 증가했으며,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
등도 증가세를 보임4)
(2) 영국
□ 영국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정부내부 혁신 및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을
위해 정부혁신전략(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2020에 착수
ㅇ 현재 빠른 서비스에 익숙한 국민을 위해 공공분야 디지털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 중이
며, 2013년에는 보건서비스(NHS)를 제외한 공공분야 IT에 약 69억 파운드를 집행
ㅇ 또한 정부 통합 사이트 gov.uk를 구축,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1-2016년 약 5억8천만 파운드의 비용 절감5)
□ 2017년 11월에는 2천만 파운드 규모의 ‘GovTech Catalyst Fund’를 조성, 중소기업
이 혁신기술로 공공분야의 문제 해결을 돕도록 하는 경연대회 개최
ㅇ 해당 펀드는 총 15개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과제당 첫 번째 단계(Phase 1)에 최대
5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선정해 5만파운드씩 지원하고, 두 번째 단계(Phase 2)에
서는 이 중 최대 2개 기업에 각 50만파운드 지원
< GovTech Catalyst Fund 진행 과정 >
단계

내용

비고

1. 과제 제출

공공기관은 문제 해결이 필요한 과제 제출

2. 과제 선정

운영위원회 및 정부 고위층으로 구성된 패널이 과제 평가 후 선정

3. 경연대회 준비

영국혁신청(Innovate UK)과의 협업으로 경연대회 진행.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4. 심사 및
시제품 개발

참여기업 심사·선발 후 시제품개발 시작 (최대 12주)

5. 평가

평가 후 추가 자금지원 여부 결정

6. 시행

Phase 2 선정 기업은 제품·서비스 개발 지속. 이후 성공여부 결정 (최대 12개월)

7. 공공조달

Phase 2 완료 기업 중 공공조달을 통해 해결책 사용

Phase 1

Phase 2

* 출처: 영국 정부 및 저자재가공

4) GOVNET http://govtech-europe.com/show-highlights/
5) http://www.demoday.co.kr/blog/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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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市는 2018년 6월 ‘Civic Innovation Challenge’경연대회를 개최, 치매관리 등 7개 과
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추진
ㅇ 사딕 칸 런던시장, “런던은 이미 스마트기술과 정보 응용기술이 뛰어난 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공공분야 혁신을 위한 글로벌 시험대(test-bed)가 되길 원한
다”고 강조
ㅇ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각 1만5천파운드의 지원금과 사업 및 제품전략
수립 지원, 멘토링 등을 제공 받음
< 런던市 Civic Innovation Challenge 지원 분야 >
치매 관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전기차
활성화

주택 공급

･ 2만5천명

･ 런던 내

･ 2021년

이상의 흑인

도보이용 및

3월까지

및 소수민족

대중교통

치매환자를

이용률

위한 헬스케어

80%로 확대

･ 협업 기관:
동남부 런던

･ 협업 기관:
런던교통공사

･ 협업 기관:
Shell 등

･ 협업 기관:
런던교통공사

･ 분야:
인구 고령화

･ 분야:
기후 변화

･ 분야:
기후 변화

･ 분야:
불평등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

1만여개의
적정 가격
주택 공급

디지털
금융서비스

사회적 고립
해결

신체 활동
장려

･ 효과적인

･ 저소득층과

지역행사 개최

고령인구 등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고립

위한 신체활동

해결

장려

･ 협업 기관:
로이드 그룹

･ 협업 기관:
해크니 지자체

･ 협업 기관:
일링 지자체

･ 분야:
불평등

･ 분야:
불평등

･ 분야:
불평등

･ 시민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활성화

* 출처: 런던市 및 저자재가공

(3) 덴마크
□ 덴마크는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2016-2020을 통해 사용자 중심(user-friendly) 공공
서비스를 제공키로 함
ㅇ 또한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법으로 의무화했으며, 온라인 서비스 사용
이 불가능한 국민을 위해서 오프라인 지원도 제공
- 예) 디지털ID, 디지털 교육, 디지털 우편,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원격의료 솔루션 등
의 서비스를 제공
ㅇ 특히 정부의 디지털화에 있어 공공분야와 테크기업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 공공
조달의 중소기업 비중을 유럽에서 가장 높은 36% 이상으로 확대6)
※ 정부 공공조달의 중소기업 비중은 유럽 평균 29%, 영국은 2020년까지 33%로 상향
6) EU집행위 quoted in Public., The European 150: The Startups Driving Europe’s Govtech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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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에는 GovTech를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육성하고 공공분야와 혁신기술
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GovTech-Program Denmark’7)를 런칭
ㅇ 덴마크 산업부는 GovTech 전문 액셀러레이터 Public과 협업, 정보윤리 등 5개 분야
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상업화 및 해외진출을 지원
< GovTech 지원 분야 >
정보 윤리
(Data Ethics)
･

기업이

청구서 작성
(Invoicing)

안전 & 점검
(Safety & Inspections)
･ 혁신기술로 신속하

신기술로

정보를 취급할 때의

･ 기업들의 신기술을

고 정확한 건축설비

윤리적 인식을 높이

통한 전자 청구서 활

도면(배관, 전기 등)

고, 상업적 가치 창출

용률 확대

을 작성, 위험하고 불

방안을 모색
･ 관계부처:
기업 및 산업

법적인 설치 방지
･ 관계부처:
기업 및 산업

･ 관계부처:
안전기술

스캔 기술
(Scanning Tech)

유틸리티 정보
(Utility Data)

3D,

･ 신기술과 디지털화

이미징 기술 등 신기

로 상수도 및 폐수 관

술 활용한 새로운 모

리의 효율화

델하우스 및 건축도

･ 소비자와 수자원기

면(조감도·투시도 등)

업의 데이터활용 기회

제공

확대

･ 관계부처:
안전기술

･ 관계부처:
경쟁 및 소비자

･

레이저스캔,

* 출처: 덴마크정부 및 저자재가공

- 지원 자격은 자금모집 전 단계부터 시리즈C(pre-seed to Series C) 단계*의 스타트업으
로 국적은 상관없지만 덴마크에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고 팀워크 및 사회 개선
의 의지가 강해야 함
※

Pre-Seed
Seed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스타트업 창립 전 창업자 개인자금, 친지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며, 비즈니스 아이디어 구상 등이 이루어짐
- 스타트업 창립 시 공공 펀딩, 엔젤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며 규모는 약 50만~200만 달러
- 초기 시장조사, 연구개발, 인력확보, 시제품이나 베타버전 생산 등이 이루어짐
- VC, 엔젤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며 규모는 약 200만~1천500만 달러
- 정식 제품·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장기적 비즈니스모델 구상
- 주로 VC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며 규모는 약 700만~1천만 달러
- 제품·서비스의 추가 연구개발, 마케팅 및 영업 확대, 인력 충원 등이 이루어짐
-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헤지펀드, 투자은행도 투자를 시작. 시리즈 C 도달은 성공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시장 점유율 증대, 스케일업 가속화, 신제품 개발, 신시장 진출, 다른 회사 인수 등

* 출처: Investopedia, Bric 및 저자재가공

- 경연대회에서 최종 선정 시 금전적 지원은 없지만 사업 및 제품전략, 개념증명(POC)
수립과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받으며, 피칭을 통해 네트워크 확대 및 공공조달 이해
를 높일 수 있음

7) Gov-Tech Program Denmark. https://govtechprogram.d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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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덴마크 주요 GovTech 스타트업
Apolitical (영국)
- 2015년 런던 설립
개요

- Lisa Witter, Robyn Scott 창업
- 정부 및 기관을 위한 P2P 플랫폼으로, 영국·UAE 등 140개국 이상 사용
- 공무원, 비영리 기관, 기업/전문가 등의 연결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수립과 민관협력을

서비스

돕기 위해 정보 제공 및 온라인 그룹 대화, 1:1 대화 등 네트워킹 제공
- 사업초기 기본적인 네트워킹과 그룹채팅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했지만 2018년 1분기부터
유료 멤버쉽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100파운드, 그 외 기관 및 기업 500~5,000파운드)
- P2P 플랫폼은 30개국 고위공무원들과 함께 디자인했으며, 데이터 관리는 옥스퍼드 대학

사업
전략

AI전문 스핀오프기업인 MindFoundry 및 Oxford Semantic Technologies와 협력
- 사업 초기에는 뉴스 컨텐츠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홍보해 다른 언론에 노출 빈도를 높이
고 공무원들과의 네트워킹에 중점

성장
연혁

- Horizon2020 혁신 보조금
- Certified B-Corporation(공인된 사회적 기업) 인증 획득
- 파트너 및 펀딩지원 기관: 캐나다 정부, EU집행위, 세계경제포럼, Fast Company 등
- 민간분야 및 시민사회는 국가·지역이 달라도 비슷한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과 공감이 쉽

특징

게 이루어지지만 공무원의 문제는 서로과 공유되지 않는 점에 주목
- 사업 초기엔 공무원들이 외부 전문가 조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초대로 대
화 참여가 가능한 비공개 방식 및 1대1 대화 방식을 채택
https://apolitical.co/

웹사이트

Novoville (영국, 그리스)
- 2016년 런던 설립
개요

- Iraklis Bourantas, Fotis Talantzis 창업
- 시민과 정부·공공기관간의 소통 및 행정 지원 모바일 앱으로 45개 유럽 도시에서 사용
- ① e-Front desk: 시민들이 앱으로 문제점을 보고하면 해당부서에 전달되고, 문제의 해
결 과정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음

서비스

- ② Consult & Communicate: 챗봇을 통해 제보를 받고, 여론조사도 가능
- ③ Receive & Process Payments: 앱으로 벌금 및 공과금 등 수납
- ④ Make parking smart: 앱으로 주차공간 및 시간 확정
- 지자체 공무원은 내부용 클라우드 대쉬보드를 통해 성과 모니터링 가능
- 시민들이 쇼핑, 뱅킹, 소통 등에 핸드폰이나 태블릿 앱을 이용하지만 공공서비스 요청에

사업
전략

앱을 사용하지 않는 점에 착안, 앱 형태의 서비스 개발
-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행정 및 사업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
- 서비스 운영비는 공공기관·지자체가 지급하고 시민은 무료로 앱을 다운받아 사용
- 240개 이상의 지자체에 서비스 제공 및 품질 향상이 단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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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말 그리스 Sterea Ellada주와의 협업으로 시범 서비스 개시
성장

- 사업 초기부터 Piraeus Jeremie Technology Catalyst Fund 지원 받음

연혁

- 2017년 영국의 GovTech 육성프로그램 선정
- 유럽 Top10 GovTech 스타트업 선정 등
- 훼손된 공공기물을 신고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연락했지만 40분 동안 전화연결을 기

특징

다려야했고, 그 후에도 담당자와의 연결이 힘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
- 홍수, 화재, 사고 등 긴급재난 알림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https://novoville.com/

웹사이트

Corti (덴마크)
- 2016년 코펜하겐 설립
개요

- Andreas Cleve Lohmann, Lars Maaloe, Michael Boesen 창업
- AI 접목 응급전화 응대 서비스로 코펜하겐·뮌헨·밀라노·런던·파리·시애틀 등 진출
- 응급전화의 음성 및 주변 소음을 분석, 환자 상황을 진단하여 응급조치 지시를 내리며,

서비스

음성인식 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주소 및 다른 정보도 재확인하여 응급전화 응대원의 업
무 효율화를 돕는 서비스
- AI의 정확도 향상과 실험에 중점

사업
전략

예) Corti는 16만여개 응급전화를 분석하여 2천여개의 심장마비 상황을 진단, 93%의
정확도를 보이고 인간보다 30초 빠름 (인간의 정확도73%)
- 심장마비 뿐 아니라 뇌졸중, 약물오남용 등 다른 문제에 대한 진단 방법도 연구 중

성장

- 창업자 Lohmann의 첫 번째 스타트업 판매자금으로 Corti 시작

연혁

- 노르딕 VC 기업들로부터 300만 달러 자금 유치 (2018년 기준)
- 유럽 및 미국의 사망원인 15%를 차지하는 심장마비(병원 밖 발생)는 적절한 응급조치

특징

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기술 개발
- 나라마다 다른 개인정보 기준이 해외진출의 애로사항

웹사이트

https://corti.ai

4. 시사점
□ GovTech는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반면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신규 수요가 급증하
고 있어 성장전망이 매우 밝음
ㅇ 정부 및 공공기관 상대 비즈니스는 대부분 국가가 사업대금 지급을 책임지고 있어
안정적인 거래선 임8)
ㅇ 공공분야는 전통적으로 관료주의 및 느린 의사결정 등으로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분
야였지만, 많은 정부가 혁신기술 채용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8) T. Filer quoted in ‘11 Developments in Govtech That You Really need to Know’ (Forbes, 12.Nov.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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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혁신기술 활용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조달 설명회도 개최하며,
2022년까지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공공조달 비중을 33%까지 높인다는 계획
ㅇ 또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DB를 AI 및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과 접목,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면서 경제가치 창출 가능
- GovTech 스타트업 어폴리티코(Apolitico)社의 로빈 스캇(Robyn Scott) CEO는 ‘공공분야
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시장이며, 다음 유니콘 기업은 정부와 협업하는
스타트업일 것’이라고 언급
□ Govtech는 다른 행정시스템에서의 적응이 쉽고 소비자에게 신속한 공공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업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야임
ㅇ 한 도시에서 성공한 서비스는 다른 도시로의 진출을 통한 지속 성장이 용이
- Apolitical, Corti, Novoville 모두 한 도시의 행정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짧은 기
간 내에 많은 지역 및 해외 국가로 진출
ㅇ 현대 소비자는 구글, 스포티파이, 온라인 뱅킹 등 민간분야의 빠른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며, 정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기대함. 기술은 발달하는데 정부가 이
를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 신뢰 및 젊은 층의 지지를 잃을 수 있음
- Novoville에 접수된 현안 중 78%가 5일 내에 해결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빠른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반영 된 것
□ 한국이 2018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의 상위 3위로 정부 디지털화에 크게 앞서있
지만, GovTech를 통한 정부서비스 효율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지
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영국, 덴마크와 같이 외국 국적의 해외기업도 지원이 가능한 GovTech 특화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관심도 높이고 우리 스타트업의 경쟁력도 제고
ㅇ 또한 GovTech에 필수인 공공정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규제 혁신 필요

※ 참고 자료
EU집행위, 포브스, Startup Europe Awards, GOVNET, Tech.eu, Public Group International,
Sifted, Digital Denmark, Computer Weekly,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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