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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入i봐t와 耐久財 獨古에서의 技術章新(1)

::z!s: 
~一 鎬

이 논문은 잠재적인 진입기업이 기술혁신의 위협을 할 수 있는 耐久財 獨古이 있 

는 경우 技術童新投資의 효율성을 고찰한다. 현재 판매량이 신제품의 수요를 변화시 

킬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내구성은 독점기업에게 경쟁기업의 기술혁신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따라서 내구재 독점시장에서의 기간별 가격차별에 대한 유인뿐 

만 아니라 기술선도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려는 유인이 균형을 결정한다.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진입저지는 항상 기술혁신에 대한 저투자를 유발한다 

1. 序 論

시장구조와 혁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특히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벌어진 反獨古 載判(2)은 이러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 

켰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프트워l 어 시장에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경영 

전략을 구사했는지 여부가 이 재판에서 중요한 논쟁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논쟁 

에서 한 발짝 비켜 서서 제품의 내구성이 미래 판매량으로부터 나오는 경쟁압력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경쟁압력은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적인 결과를 가져 

오고 효율적인 기술혁신 투자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3) 이러한 주장 이면에 있는 논리 

는 코즈의 推뼈IJ (the Coase co매ecture)을 연상시킨다. Coase (1 972)는 내구재 독점기업은 시 

간 불일치성의 문제에 봉착한다고 주장했다: 상품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매기는 소비자 

가 한번 물건을 사면 독점기업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격 조정이 자주 일 

어나면 가격은 경쟁시장의 가격 수준까지 하락한다 이와 비슷한 논리를 기술혁신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구판의 내구재가 시장에서 한번 팔렸으면 기업은 미래의 수입을 위해 

기솔혁신을 해야 한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방어 논리로 ‘技術童新의 自由 (freedom to 

innovate) ’ 을 내세우고 있다. 

(1) 이 논문은 제원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제원연구재단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2) 사건번호는 97-5343 ‘ U.S.A. v. Microsoft 

(3) 예를 들어 다음의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다 까le Microsoft Feature Story “ComJ:빼tion in the 

Software lndusσy"， Jan. 1998, Section C, htφ:lIwww.microsoft.comlcorpinfo/doj/I-98whitepaper. 

htn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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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와 기술혁신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非耐久財 상품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 

다[Kamien and Schw빠z(1982)). 반면에 이 논문은 이 반독점 재판의 근본적인 논쟁을 이 

해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주요한 질문들을 耐久財 상품에서 재음미할 

것이다. 특별히 이 논문은 상품의 내구성이 先導獨古企業(incumbent monopolist)과 慣在的

인 進入企業(potenti머 enσant)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진입위협이 있을 때 

내구재 독점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기술진보를 담보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Fudenberg and Tirole (1998)의 논의에 기반하여 마지막 기에 기술혁신이 

발생하는 2期 耐久財 獨古 模型을 설정할 것이다. 耐久財 舊製品 (the 이d generation of the 

durablego여s) 이 1기와 2기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러나 Fudenberg와 

Tirole과는 대조적으로 이 모형에서는 기술혁신이 내생적이다; 더욱이 거존의 션도기업과 

마찬가지로 진입기업 역시 기술혁신을 통해 내구재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 소개 

할수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션도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신규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선점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선도기업이 기술혁신을 할 수 있을지라도 신제품을 시장에 

서 철수하는 것을 경쟁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최적반응으로 채택한다. 경쟁은 신제품 

의 가격을 O까지 하락시킨다. 대신에 선도기업은 신제품을 만드는 대선 구제품을 판매하 

고 여기에서 양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가격제한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 

다면 이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시장진입을 항상 저지한다. 1기에서 내구재 구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서 171의 수요를 증대서키고 결과적으로 구제품에 대해서 신제품이 

제공하는 효용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지불하려는 271의 소비자들이 많아지도록 만든다. 

흥미롭게도 가격제한은 진입기업이 기술혁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이 기술혁 

신은 선도기업에게는 전혀 매력척이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잠재적인 진입기업이 기 

술혁신을 실시하면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상품들과 경쟁이 발생하지만 선도거엽이 기술혁 

신을 단행하면 多品種 獨古 (multi-product monopöly)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다품종 

독점기업은 예전 고객과 신규 고객 사이에 가격차별을 하기 위하여 업그레이드를 실시하 

는 고객에 대해서는 할언을 해준다. 그러나 진입기업은 경쟁의 압력 때문에 交又 업그레 

이드 政策(cross-upgrade policy) , 즉 경챙 기업의 예전 고객에게 업그레이드 할인율을 제 

공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가 없다. 다음 장에서 보여주겠지만 價格制限 戰略은 조심스럽 

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독점기업은 진입기업이 시장에 진입했 

을 때보다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그러나 진입기업이 시장에 진입했을지라도 선도독 

점기업은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독점기업이 진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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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진입을 용인할지라도 l기에 시장을 포화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모형에서의 사회 후생을 분석하면 가격제한 정책이 기술혁신 투자를 사회적으로 효 

율적인 단계까지 끌어 올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혹자는 가격제한 정책이 진입을 

進入펴止와 耐久財 獨r틴에서의 技術章新

저지할지라도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효용의 개선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모형에서는 기술혁신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고려한다면 가격 

제한 정책은 소비자들의 다기간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히 선도기업이 기술혁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가격제한 정책은 기술혁신에 대해서 

과소투자를 야기한다 즉 기술혁신은 발생하지 않고 잠재적인 진입기업이 시장에 진입하 

지 않는 것이 균형인 상태에서 진입기업의 기술혁신의 이익은 진입기업의 기술혁신 비 

용보다 항상 커진다 게다가 이 모형에서는 기술혁신이 일어날 때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경쟁기업이 기술혁신을 실시하는 것을 저지하는 가능성이 선도기업의 기 

술혁신 비용이 아니라 내구재 신제품에 대한 수요와 경쟁기업의 기술혁신 비용에 의존하 

기에， 가장 적은 기술혁신 비용을 가진 기업이 반드시 기술혁신 투자를 실시하는 것이 

아」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모형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가격 전략에서 수수께끼 같은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독점기업이라는 사실은 모두 동의 

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Schmalènsee가 언급한 것처럼， “진정한 獨러企業 - 소비자 

로부터 마지막 l달러까지의 이윤을 뽑는 독점기업 이라면 현대의 개인용 컴퓨터를 작 

동시키는 운영체제의 값을 수백 달러 이상 높게 책정했을 것이다 >> (4) 예전 연구가 네트 

운영체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의 있다 

워크 外部性(network externalities) 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논문은 소프트웨어 시장의 다 

즉 소프트웨어가 耐久財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5) 소프트웨어 상품의 내구성은 른 측면， 

다른 시점에서의 시장틀을 서로 연결하고，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선도기업에 의한 시장포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새로운 신제품의 개발을 통해서 시 

장진입을 하려는 잠재적인 경쟁기업을 저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네트워크 

효과와는 달리 소비자들의 효용이 과거의 다른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가에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무슨 상품을 구매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 

이 생기는 것이다 (6) 이 논문에서 사회후생을 분석한 결과， 내구재 시장에서 독점적 지 

(4) The Boston Globe, City Edition, July 10, 1999, p. A17. 
(5) Fudenberg and Tπole(2αlQ)이 네트워크 상품을 다룬 부분을 보라-

(6) 상품의 내구성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가격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는 사실은 Bresnahan ( 1999)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의하여 지지된다· 인터넷의 보급과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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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경쟁기업의 진입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의 기술 선도 

기업여 반드시 효율적인 기술혁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耐久財 獨古市場에서 신제품의 개발에 관한 주제는 W외dman (1993 , 1996) , Choi (1994) , 

Fudenberg and Tirole (1998) 그리고 Lee and Lee ( 1998)가 먼저 연구했다 ·이 논문들은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다기간 시장을 연결해 주는 상품의 내구성이 독점기업의 가격결정에 끼 

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지만 뺨在的언 進入企業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다 (7) 이 논문에 

서는 이전 연구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잠재적인 진입기업이 기술혁신의 위협을 할 때 

내구재 상품이 다른 시점의 시장을 연결해주는 특징이 기술혁신 투자에서 비효율성을 야 

기하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비록 이 모형에서도 시간 불일치성의 문제가 균형가격 경로 

에 영향을 끼치지만 경쟁기업의 기술혁신을 저지하고 이에 따라 잠재적언 진입기업의 시 

장진입을 방해하는 유언이 바로 굵형 판매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Bucovetsky and Chilton (1986) , B버ow (1986)이 진입기업의 위협이 내구재 독점시장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혔다. 이들은 또한 특정 조건 아래에서 독점기업이 

임대를 하거나 또는 내구성을 증진시켜 진입을 저지하는 것보다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보여 주었다. 이들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진엽기업을 가정했지만 이 논 

문에서는 선제품의 도입을 통한 시장진입을 고려했고 이러한 점이 주요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Denecere and De.p때na(1998) 이 연구했던 수직적인 가격차별이 이 

루어지는 내구재 복점과 관련이 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기술혁신과 업그레이드 

가격은 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耐久財 獨古에서 발생하는 技術章新에 대해서는 

Ellison and Fudenberg (2아)())， Fishman 때dRob(2아)())이 다루었다. 그러나 이 논문과는 대 

조적으로 그들의 모형에서는 코즈 가격 동학을 배제했고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모형에서 다루는 價格制限의 착상은 Milgrom and Roberts ( 1982) 이 제시했던 생각과는 

다르다. 반면에 이 논문에서는 完全情報를 가정하고 었지만 Milgrom and Roberts의 모형은 

가격제한이 기업의 생산비용에 대한 非對稱 情報에 기반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 결과 

관련한 다양한 인터넷 기술과 같은 신기술로 급격히 이동하면 종종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기술들의 네트워크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 관련하여 더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Gilbert and Katz (2001) , Klein (200 1), W비nston (200 1) , Hoppe and Lee (2002) 

를 참고하시오-
(7) W，따따nan (1996)은 기술혁신 결정에 관하여 시간 불일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 

했다: 만약 미래의 기술혁신 투자를 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면 독점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최 

대화시키는 것 이상으로 기술혁신에 투자할 수 있다 잠재적인 진업기업이 없다면 특정한 모 

수 값의 범위에서 같은 결과가 이 모형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수 였다-



m m 

기엽이 가격제한을 실시했을 때 가격제한 정책은 명백하게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시장진 

입윤 저지한다. 이는 Bain(1949)이 최초로 생각했던 가격제한의 개념과 일치한다 (8) 그 

라고 Bain의 가격제한을 연구했던 이전 연구들은 진입저지의 도구로서 생산량이나 생산 

시설 능력에 관한 약정에 초점을 맞춰 왔다 (9) 네트워크 상품의 문맥에서는 Fudenberg 

and Tirole(2000) 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최근에 보여 주었다 호환이 불가능한 상품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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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고 있는 잠재적인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선도독점기업이 

낮은 가격을 부과하여 커다란 사용자 기반을 형성할 유인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모형에 

서는 코즈 價格 動學(Coasian pricing dynamics)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가격을 부과할 유인 

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이 논문이 초점을 맞추는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가격제한 

의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이 논문은 가격제한이 기술혁신 투자의 효율성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2장에서 2期로 이루어진 耐久財 獨古模型

을 다룬다. 이 모형에서 잠재적인 진입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시장진입을 할 수 있고 

선뜨독점기업은 이러한 진입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상정한다. 3장에서는 기술혁신 결정 

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부분게임을 다룬다 4장에서는 전체게임의 분석을 한다 5장에서 

즈
 

<
]든

 
모
 

는 社會的 效用에 관하여 논의하고 마지막 6장에서 전체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2. 模

명은 附錄에 수록되어 있다 

型

Fudenberg and Tirole (1 998) 에 기초하여 2期 耐久財 商品市場을 고려하자. 171 에는 先

導獨古企業(incumbent monopohst) 1가 SL의 품질을 가진 내구재를 생산한다. 이 상품은 

271 동안 사용되고 그 후에는 사라진다. 1기와 2기 사이에서 선도기업은 技術童新에 투 

자뜰 하고 기술혁신으로 이 기업은 SH=SL +s""， s"，， >O의 품질을 지닌 새로운 세대의 상품 

그러므로 기술혁신을 이룰 경우 2기에 선도기업은 낮은 품질과 높 을 생산할 수 있다 

균형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이 품질 향상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s"" < sL 기술혁신을 外

生떠으로 취급하는 Fudenberg and Tirole와는 달리 이 논문에서는 선도기업이 기술혁신을 

은 품질의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팔 수 있다-

(8) 대조적으로 Milgrom 뻐d Roberts (l 982)의 모형에서는 가격제한과 결부하여 공통균형 (po이ing 

equilibrium) 이 존재한다. 

(9) 이 모형에 관하여 확장된 논의를 참조하려면 Vives (1 999. section 7.4)를 보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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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KI~O이라는 혁신비용을 부담한다고 가정하여 기술혁신을 內生的이라고 본다. 

또한 기술혁신을 할 수 있고 2기에 s원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뺨在的인 進入企業

(potential entrant) E를 도입할 것이다. 진입기업이 부담하는 기술혁신 비용을 KE~O여라 

고 하자. 생산에 드는 가변비용은 품질과는 독립적이고 O과 같다. 더욱이 기업은 상품이 

이미 생산되었을 때 품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가정하자. 

수요측면에서 내구재 소비에 대하여 다른 효용을 갖고 있는 연속적인 소비자가 존재한 

다고 가정하자. 각각의 소비자는 자기만이 자신의 유형 θ을 알고 있고 소비자의 유형 6 

은 [0 , 1]이라는 구간에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각각의 소비자는 기껏해야 하나의 

상품을 매거 소비할 수 있다. 유형 8의 소비자는 매기간 품질 진， i=L， H의 상품을 소비할 

때 그 기간에는 SiØ2l-는 효용을 얻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네트워크 효과 같은 외부성 

이 없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 1로 정규화된 할연율을 가지고 있다 중고 시장은 없다고 

가정하자(10) 

기업과 소비자들이 결정을 내려는 시간과 그 결정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1기가 시작 

할 때 선도기업은 원래의 내구재에 가격을 책정한다. 소비자들은 17] 에 그 상품을 구입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다. 그러므로 1기 이후에는 시장이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i) 1기에 내구재를 구입하고 2기에는 그 상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행 

사하려는 소비자들로 이루어진 “업그레이드 市場”

(ii) 1기에는 내구재를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들로 이루어지는 “新規購買 市場”

17]가 끝나고 27]가 시작할 사이에 선도기업과 잠재적인 진입기업이 동시에 기술혁신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세대의 제품을 발명하고 시장에 소개하는 

일을 포함한다(11) 기업들은 기술혁신게임의 결과를 즉시 관찰한다. 2기가 시작할 무렵 

각 기업들은 e>O이라는 적은 據收費用을 부담하면서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철 

(10) 중고시장이 없다는 가정은 품질향상의 할인율을 강조하기 위하여 품질향상의 할인율의 가능 

성과 같이 묶여서 사용된다(예를 들어， Fudenberg 때d Tirole (1998)과 Lee and Lee (1998)을 참 

조하라 ) . 중고시장의 존재는 분석을 단순화하는 경향이 었다- 예를 들어 완벽한 중고시장 

의 존재하에서는 기존에 구입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새로운 버전의 상품을 새로 사는 동안 

예전의 구입했던 모든 소비자들이 기존상품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경우가 2기에서 균형 

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중고 상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마찰의 정도에 따라 중 

고시장의 효과가 나타난다 즉 새로운 상품과 중고 상품에 대한 선호의 차이와 그리고 소비 

자들이 다시 재판매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중고시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Anderson 

andGins빼rgh(1 994)J. 

(1 1) 그러므로 우리는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진입결정과 기술혁신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결정 

이라는 단순화된 가정을 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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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12) 그리고 각 기업들은 시장에서 제공하고 싶은 

그블의 제품의 가격을 설정할 것이다. 특별히 신제품의 잠재적인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의 

購買 屬歷 (purchase history) 에 따라 價格差別을 실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이 모 

형에서 선도기업은 업그레이드 할인을 업그레이드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진입 

기업들은 기존의 선도기업의 제품을 수매한 소비자들에게 교차-업그레이드 할인을 제공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격 결정은 업그레이드 가격은 새로운 제품의 가격보다 

높윷 수 없다는 請因兩立 制約式(incentive compatibility constraint) 에 종속되어 있다 왜냐 

하면 업그레이드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전에 구매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션도기업이 技術章新이 없는 舊製品 (original durable goods)을 제공하려 한 

다면 그 기업은 아마도 새로운 가격을 구제품에게 매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271 에 제공되는 제품의 구매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나서 이 모형에서 우리는 部分게임 完全均衝(subgame perfect equilibria)의 특성 

을 보여줄 것이다. 역진적으로 우리로 2기에서의 상황부터 고찰하기 시작할 것이다. 

3. 2期에서의 飯賣行罵

2기는 ‘어떠한 시장 분할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을 제공할 것인가’와 ‘각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판매결정 행위로 구성된다 시장분할 상황에 

서의 모든 271 에서 내리는 결정은 (i) 技術章新의 屬歷(the innovation history)과 (ii) 171 에 

서의 飯賣 屬歷(the frrst -period sales history) 에 달려 있다 (ii)는 1기에서 구매여부에 대하 

(1 2) 이 모형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도 철수 단계를 허용하고 철수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고려하였고， 이는 Judd (1 985)를 따른 것이다- 첫째로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은 많 

은 산업 영역에서 철수비용보다 진입 비용이 중요하다 둘째 이유로 우리는 전적으로 진입 
이 불가능하기에 발생하는 진입저지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다(Wickelgren (2α)())을 보면 최 

근의 진입저지 분석에 대한 비판을 볼 수 있다 ), 즉 우리는 Judd가 주장했던 공간선점이 
신빙성이 없다는 논의를 내구재 독점시장에서의 기술혁신의 문맥 속으로 적용할 것이다 이 

러한 가정이 없다면 어떠한 모수 범위는 다중해 (multiple equilib디a)를 허용할 것이다， 이 때 

이러한 균형 중의 하나가 Gilbert and Newbery( 1982)의 선점 특허이론의 균형과 유사한 진입 

저지 균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철수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발생하는 유일 
균형이 이러한 경우에서도 균형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우리는 기업이 
신제품을 소개한 후에 그 제풍의 품질을 바꾸는 것 (이는 제품을 칠수하고 난 후에 다시 진 

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은 그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은다고 가 

정한다 이러한 가정이 주어진다면 잠재적인 진입기업이 기술혁신 투자 KE를 통하여 s원 
품질의 상품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보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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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차별하게 느끼는 限界消費者(cutoff customer)의 유형 8，으로 표현될 수 있다. 왜냐하 

면 유형 에의 소비자가 1기에서 내구재를 사는 것을 선호한다면 (}'?에인 모든 유형의 소비 

자들이 1기에서 내구재를 사는 것을 선호한다(Fud야berg and Tirole (1998 , 補助定理

4(Lemma 4)]. 기술혁신의 이력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1) N: 선도기업과 진입기업 모두 기술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2) 1: 선도기업만이 기술혁신을 하는 경우 

3) E: 진입기업만이 기술혁신을 하는 경우 

4) B: 선도기업과 진입기업이 모두 기술혁신을 하는 경우 

우리 는 각각의 기술혁신 이 력 에 따라 네 가지 部分게 임 (subgame) 냥， rF, rE, I냉으로 

각각 정의한다. 3절에서는 우리는 먼저 진입기업이 진입을 하지 않는 경우(r"， rF)에 선 

도기업이 취하는 271 최적 행위를 분석하고 다음에 진업기업이 진입을 했을 때(rE’ I냉) 

의 균형을 분석할 것이다(13) 

3.1. 漫在的인 進入쇼業이 進入을 하지 않는 境遇으I 2期 行篇

부분게임 r"에서 선도기업은 기술혁신이 없고 낮은 품질의 구제품을 과거에 내구재를 

구입하지 않았던 유형 (J< 8，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선택한다. 2기에서의 낮은 품 

질의 구제품 가격을 PL이라고 하자 2기에서 그 내구재를 구입여부에 무차별한 한계 소 

비자의 유형을 82라고 한다면 이 게임에서의 유인 제약은 82sL -PL =0으로 주어진다. 그 

러므로 선도기업의 최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3.1) 뺑LrL(61-쏠) 

P. 
S.t. -→~S; 8， 

S L 

s,8, 
이 때 최대값은 간=송누， 0 s; 8, S; 1일 때 구할 수 있다 

부분게임 선도기업만이 구제품과 신제품의 내구재를 모두 판매하는 rF을 고려하자(14) 

(13) 모든 계산 결과는 이 논문의 마지막에서 〈表 2) , <表 3) , <表 4)로 정리하였다. 

(14) 이 부분게임은 Lee뻐d Lee(1998) 에 의하여 두 가지 유형의 소비자가 있는 경우가 분석되었 

고 Fudenberg and Tirole(1998)에 소비자 유형이 일반적인 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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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품질의 신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장에서 책정하는 가격을 Pu로 하고 신규구매 시장에 

서 판매하는 가격을 PH라고 하자. Sð. <SL라는 가정 아래에서 Mussa and Rosen (1978) 유형 

의 선호는 독점기업은 하나의 시장에서 두 개의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다는 표준 

적인 결과를 함축하고 있다. 즉 선도기업은 품질이 향상된 신제품만을 신규구매 시장에 

판매하거나 구제품만을 신규구매 시장에 판매한다. 따라서 2기에 최적화된 가격 정책은 

다츰과 같이 주어진다-

(3.2) {魔컨) {(1-풍)PU + (81 -싫::-)감 (1-품)PU +(ø1 -품)맥 

(3.3) 
p" 

S.t. ~←::; 8" 
S. A 

(3.4) -감-::;8’‘ 
S.+S. L '~ð. 

(3.5) p ,, ::;p 
U-'H’ 

(3 .6) 
P .. 

_u ::;8
1
• 

S L 

제약식 (3.3)[(3.4)J은 신제품을 구매할 때 PU[PH]을 기꺼이 지불하는 한계소비자는 업 

그레이드 시장〔신규구매 시장〕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약식 (3.5)는 업그레 

이드하려는 소비자는 1기에서 내구재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속일 수 없다는 사실에서 도 

출된 것이고 제약식 (3.6)은 부분게임 rN의 제약식과 동일하다 

처음에는 유인양립 제약식 (3.5)가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최대화 문제를 풀어보자. 이 

최대화 문제는 신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최적의 가격차별을 이끌어 낸다. 

분석하였다 소비자의 유형이 균등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분석한 이 논문에서는 그들의 결과 

와 일치하는 구체적인 해를 도출할 수 있다 게다가 Fudenberg and Tiro1e와는 달리 이 논문 

에서는 l기 판매 이력의 모든 범위에 대하여 2기에서의 판매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는 이 

모형에서의 I기 균형의 분석에서 핵심척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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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PH=i(SL+SA껴 

제약식 (3.5)을 확인하면 예〉송에 대하여 PU~PH이다 그러나 8)~ 송에 대하여 Pu 

~PH는 8) 으 Si[St + så]와 동치이다. 즉 선도기엽이 다른 구매이력을 가진 소비자들 사이 

에서 가격차별을 한다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과 동치 

이다. 

여기서 두 가지 효과가 중요하다: 첫째， 신규구매 시장의 소비자들은 기꺼이 (SL + såW 

만큼의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만 업그레이드 시장의 소비자들은 증가한 효용에 대하여 오 

직 Så맨f큼만 지불하려 한다(留保 效用 效果{reserva디on-utility effect) ) . 둘째. 8)이 하락하 

면 기업이 궁극적으로 신규구매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한계소비자들이 그 시장에서 

지불하려는 가격은 높은 가치의 구매자들이 업그레이드 시장에서 지불하려는 가격보다 

높지 않다. 즉 유인양립 제약식은 등호가 성립한다(PU=PH) 그러므로 선도기업은 균일 

가격을 설정한다. 만약 81이 너무 낮으면， 선도기업은 신제품이 신규구매 시장이 아닌 

오직 업그레이드 시장에서만 팔리게 하고 271 에 처음으로 그 내구재를 구매하는 소비자 

들에게는 구제품만을 판매하기 위하여 신제품의 신규판매 가격 PH을 높여서 이윤을 얻는 

다. 즉 선도기업은 다른 질의 두 가지 상품을 제공하여 가격차별을 이룬다. 

이 결과는 다음의 命題에 요약되어 있다. <表 2)와 〈表 3)은 이 때의 이윤과 가격의 

균형 가치를보여 준다. 

命題 1.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부분게임 r에서 선도기업의 최적 판매 행태가 이루어 

•L 지는 Z)' zz의 값이 O<Z) <Zz< 2 에서 유일하게 존재한다: 

1 만약 zz < 81 ~ 1이면 선도기업은 신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장과 신규구매 시장에서 다 

른 가격 Pu = max{så8)' så12 } < PH= (sL + SåW/2으로 각각 판매한다 

2 만약 Z) < 81 ~Zz이면 선도기업은 신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장과 신규구매 시장에서 모 

두 판매하고 그 가격은 균일하게 Så8J <Pu=PH~si2으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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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0::; e] ::;z] 이면， 선도기업은 신제품을 오직 업그레이드 시장에서만 가격 Pu= 

s，/2에 판매하고， 신규구매 시장에서는 구제품만을 가격 PL == SLe/2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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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가 소위 

leapfrogging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자. 즉 구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바로 신제 

품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고 동시에 구제품을 소유하고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균형 부분게임 rI의 전에 모형으로 가기 존재하는 271 의 선규진입이 

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자- 그러한 leapfrogging은 높은 가치를 부여 

하는 소비자들이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보다 더 낮은 질의 제품을 사용함을 돗한 

다. 그 결과는 成長 理論의 문헌〔예를 들어 Parente and Prescott (1994) J 에서 논의되는 기술 

채택이라는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흥미가 있는 주제인지도 모른다 그 결과는 다음의 따 

름定理에서 서술되어 있다. 

따름定理 1 만약 z] < e]::; 송이면 l않pfrog밍ng이 r에서 발생한다 

3.2. 漫在的인 進入企業이 進入을 하는 境遇의 2期 行罵

戰略 集合

(strategy set)은 간단하게 PL 으 0이라는 價格의 選擇(choice) 이다. 이는 구식의 내구재의 가 

격。1 다- 최적 가격은 다음과 같은 최대화 문제에 의하여 도출된다. 

기존기업의 기술혁신을 하는 부분게임 rE을 고려하자. 신규진입기업만이 

I p ,, -p, p , 、

m없까!킥r-강) (3 .9) 

P,, -P 
H 'L • o S.t. " L < 1:1. 

S. A 

(3 .10) 

대조적으로 신규진입의 전략 집합은 다음과 같은 판매 정책에 의하여 구성된다. 첫째. 

신규진입기업은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고객들에게 交又 뿜j引 (cross-upgrade discount) 정책 

을 F사하여 신규구매 시장과 업그레이드 시장 사이에서 가격차별을 한다 PU<PH 
번째， 신규진입기업은 두 시장에서 균일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PU==PH. 셋째， 그는 완 

전히 신규구매 시장에서의 판매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진입기업의 최때화 문제 

t::: 
T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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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짧J(l-훨)PU +(81 -편감) 원 (1-쏠) PU} 

(3.12) s.t ELE61, 
S ι 

A 

(3.13) 
P,, -P. 
-고--느:s; 8" 

S. A 

(3 .14) p ,,:s; p 
U~'H 

부분게임 rE을 풀면 처음에는 유인양립 제약식 PU :s; p뻐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가정 

아래에서 가격의 내쉬 균형 후보를 찾을 수 있다. 신규진입기업이 업그레이드 시장을 독 

점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업그레이드 가격 Pu는 부분게임 r에서 (3.7)에 의하여 주어진 

가격과 동일하다. 대조적으로 신규구매 시장에서는 진입기업은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상 

품들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신규구매 시장에서의 가격 PH이 선 

도기업의 271 에서의 가격에 대한 最適反應(best response)으로서 선택된다: 

(3.15) PH = 웅 (SI!.Bl + PL) 

마찬가지로 선도기업은 진입기업의 신규구매 시장의 가격에 대한 최적반응으로 가격 

PL을 설정한다: 

(3 .16) 
1 s. - - -

r L-ττ그;-lH 
L ' U 6. 

β.15)와 (3.16)을 동시에 풀면 다음과 같은 해를 가진다. 

(3 .17) 
s. +S P,,=2s. UL'U6. 8 

H- ~6. 3s. +4s 
L' '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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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8) 
s D _ r ~L t:J 

'L- ιt. 3s. + 4s. ~] 
L' w t. 

그러나 유인양립 제약식 PU 5， PH을 확인하면 PH는 항상 PL보다 낮다. 즉 독점 아래에 

서의 완전 가격차별 정책은 복점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PU=PH. 

이러한 결과는 만약에 신규구매 시장이 독점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함을 

보여 준다: 신규구매 시장에서의 진입기업과 선도기업 사이의 가격 경쟁은 낮은 신규구 

매가격 PH을 불러(鏡爭效果) 유인양립 제약식 Pu 5， P며 등호가 항상 성립한다. 즉 경쟁 

의 압력은 진입기업이 업그레이드하려는 소비자와 신규로 구매하려는 고객 사이의 가격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마찬가지로 선도기업도 가격차별을 실시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81
0 1 떨어질 때 , 복점과 독점 상황 아래에서 질적으로 갈은 현상이 일어 

난다. 첫째， 신제품에 대한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균일 가격 PU=PH은 업그레이드하 

려는 고객들에게 너무 큰 손실을 입힐 정도까지 하락한다 낮은 가격에서 많은 양을 파 

는 대신에 업그레이드하려는 고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 

더 낫다 이 해는 r와 비슷하게 價格 跳羅 現象(price jump )을 가진다. 

부분게임 rE에서의 균형 행위를 다음의 命題 2에서 요약할 수 있다 〈表 2)와 〈表 3) 

은 이 때의 이윤과 가격의 균형 가치를 보여 준다-

命題 2 부분게임 rE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유일한 균형을 가지고 있다. 

í. 8]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진입기업은 신상품을 신규구매 시장과 업그레이드 시 

장에 모두 균일 가격 PU=PH에 판매한다. 만약 X3 < 81 5, 1이면 PH =Pu <St.81 이고， 만 

약 X2<81 5， x301 면 PH=PU=St.81 이고， 만약 x1 <81 <X2이변 St.81 < PH= Pu< st.12이다. 

2. 만약 0 5, 81 
5, x1이면 진입기업은 신상품을 오직 업그레이드 시장에서만 가격 Pu= 

Jt./2에 판매한다. 

‘ 모든 81 >0에 대하여 선도기업은 구제품을 신규구매 시장에서 판매한다. 

4 진입기업의 균형이윤은 81에 대하여 연속이고 약증가한다(w않klyiuα없sing) 

이러한 조건 1~4을 만족하는 유일한 값 Xl' X2' 
x3가 0<X1 <X2 < 송 <X3 < 1에서 존재한다 

θ1 =X1에서 불연속점이 었다는 것은 신규구매 시장의 구조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x]에서는 신규구매 시장에서 수직적으로 가격차별화된 상품들과의 가 

격 경쟁이 존재한다. 또한 8] 5， x]에서는 선도기업이 신규구매 시장을 독점한다.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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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변화는 아래에서 도출되는 진입저지의 결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부분게임 rE에서 소비자들의 leapfrog밍ng의 현상이 특정범위에서 발생한다. 이 범위는 

부분게임 rl에서의 범위와 비슷하지만 이보다는 좁은 편이다. 

따름定理 2. 만약 X1 < 81 <전이면 소비자들의 l잃pfroggingo 1 부분게임 rε에서 일어난다. 

이제는 부분게임 맨를 살펴보자. 이 부분게임에서 션도기업은 구제품과 신제품을 모두 

판매하지만 진입기업은 오직 신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이 부분게임에 

서는 선도기업은 오직 구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을 증병할 수 있다. 

命題 3. 부분게임 I냉에서 유일한 균형이 존재한다. 이 균형에서 81 > 0에 대하여 선도 

기업은 신제품을 완전히 철수하고 구제품만을 판매한다. 선도기업과 진입기업은 부분 

게임 rE와 같은 가격을 설정한다. 

命題 3은 홍미로운 결과를 묘사한다 두 기업 모두 신제품을 시장에 도입할 때 선도기 

업의 최적화된 반응은 업그레이드 시장과 신규구매 시장에서 신제품을 철수하는 것이 

다 (15)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선도기업이 두 시장에서 모두 남아 

있다면 버트란드 價格 鏡爭(Bertrand price compe미on)은 신규구매 시장에서의 가격과 업 

그레이드 시장에서의 가격을 O까지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구제품에 대한 가 

격은 또한 0이 된다. 그러므로 각 기업은 이윤이 0이 된다. 사실， 철수비용이 e>O이므 

로 시장에 남아 있는 것이 진입기업에는 彈優越戰略(strictly domiilant s없tegy) 이 된다. 대 

조적으로 선도기업은 버트란드 가격 경쟁을 회피하려고 한다. 구제품이 신제품에 대해서 

경쟁하기 때문에 선도기업은 구제품에서 양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신규구매 시장에 

서 철수하는 유언을 갖는다. 게다가 이력 E에서처럼 선도기업은 업그레이드 시장에서 철 

수하고 오로지 구제품반을 판매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 위 

(15) 이러한 흥미로운 결과가 Ausubel and Deneckere{l987)와 Gul {l987) 에서 연구된 시간 불일치 

의 가능한 해결책을 막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Ausubel and Deneckere( 1987)은 무한 게임 

모텔에서 진입할 때 발생하는 가격전쟁이 신뢰할 만한 처벌 (cr어ible punishment)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 주였다- 이 주장은 이 논문에서 보여 주는 신제품을 통한 신규진입 모형에 

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독접기업들이 양보할 때 여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제품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전쟁 균형은 이 모형에서 확실하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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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력 E에서 유인양립 제약식이 항상 등호가 성립되어(命題 2) , 진입기업이 두 시장 

에서 균일가격을 실시하는 점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 좋다 이는 신규구매 시장에서 선제 

품계 대하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구제품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요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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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선도기업은 비록 구제품만을 판매하지만 업그레이드 시 

장에서 버트란드 가격 경쟁을 회피하여 더 높은 이윤을 얻는다. 

이와 비슷한 결과를 Judd (l98S)가 잠재적인 진입기업에 의하여 위협을 받지만 수평적 

으로 가격차별을 하는 多品種 生盧 先導企業의 경우에서 얻었다. 그런데 이 결과는 과연 

로매스트 (robust) 한가? Judd의 모형에서처럼 신제품이 존재하고 철수비용은 낮고， 신규 

기업이 제공할 수 없는 구제품의 생산 시설을 파괴하는 션도기업의 비용이 많이 낮은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선도독점기업에 의한 상품 철수라는 현상이 더욱 균형 상태로 가는 경 

향이 있다 선도기업의 구제품의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비용이 그려 낮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모형에서 만약 선도기업이 구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다고 

보면 격렬한 추가경쟁의 위협이 확실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언은 두 기 

업에게 모두 0의 이윤을 균형상태로 제공한다. 선도기업이 이러한 행위를 할 유인이 있 

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혀 병백하지 않은 반면에 특정 모수의 범위에 대하여 모 

든 게임이 이 모형에서의 유일한 해를 그 일부로서 갖는 多重解(multiple equilib디a)를 갖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많은 경우에서 특별히 선도기업이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을 때 선도기업이 신빙성 있게 구제품 생산시설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가정은 옳은 것으로 보여진다. 

i뉴題 3에서 나오는 기술혁신이 진입저지를 막을 수 있는 선점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 

한다는 사실은 Gilbert and Newbery(1982)나 Reingnum ( 1983 )과 비교하면 매우 흥미롭다

본 모형에서 경쟁기업이 진입 후 구제품에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효 

과적인 특허 보호 장치가 없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1 6) 

따지막으로 부분게임 rE와 같이 , 부분게임 rB에서도 소비자 leapfrogging 현상이 발생한 

다 이는 命題 3에서 바로 도출된다-

따름定理 3. 만약 X1 < e1 <X2이면， 부분게임 I
냉 소비자 leapfrogging 현상이 방생한다-

(1 6) 이 결과는 비내구재 독점뿐만 아니라 내구채 상품의 기술혁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은 Kamien 뻐dSchw따tz (l 978) 이 동적 모형에서 보여 주었던 구제품의 판 

매가 신제품의 판매보다 더욱 큰 이윤을 창출할 때 진입기업의 기술혁신이 발생하면 선도기 

업의 기술혁신은 중단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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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期에서의 飯賣 行罵와 技衛훌新 行寫

2기에서의 판매 행위에 대한 분석을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부분게임 완전 균형 

을 찾을 것이다. 각 기업들이 2기로 들어가기 전에 선택하는 결정은 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선도기업이 I기에서 가격 결정을 하고 바로 2기에 돌입하기 전에 技術華新援資 여 

부를 결정한다. 

〈表 1)은 선도기업과 진엽기업의 技術華新費用이 각각 K와 KE이라 할 때， 기술혁신을 

결정할 시점의 보수행렬이다. 보수행렬에서 선도기업은 행에 위치하고 있고 진입기업은 

열에 위치하고 있다. 기업 j가 技術華新 屬歷(innovation history) 이 h인 상황에서 2기에 얻 

는 최적 이윤을 1기의 판매수준을 의미하는 왜 함수인 셰(삐)으로 표현하자 단. j=I, 

E(l는 선도기업이고 E는 진입기업)이고 h =N, I, E， ß(이는 3장에서 서술한 상황과 같다) 

이다 命題 3에 의하여 모든 에에 대하여 책(8j) = nf(8써다 
우리는 선도기업의 총이윤을 8]의 함수로 쓸 수 있다: 

(4.1) II(8])=PP - 에) + nJ'(예) - Kl1{h = I ,B} 

단. P]은 1기의 한계소비자 유형 8]과 결부된 l기의 가격이고 11{ . }은 지표 함수이다. 

전체게임이 시작될 때 선도기업의 최적화 전략은 II(8])을 최대화시키는 171의 한계 소비 

자 유형 8]을 선돼하는 것이다. 

전체게임의 부분게임 완전 균형은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진입여부에 의존하는 다른 특 

성을 갖고 있다. 먼저 진입이 일어날 때의 균형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진입이 일어나지 

않을 때의 균형을 분석할 것이다. 거초적인 단계로 잠재적인 진입기업이 기술혁신을 했 

을 때(17) 진입기업에게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판매 이력 8]의 집합을 다음과 같이 쓸 수 

기술혁신을 안 한다

기술혁신을 한다. 

〈表 1> 2期의 報빼行列 

기술혁신을 안 한다. 

페(8))， 0 

껴(8))-Kp O 

기술혁신올 한다. 

n;(8)), 탤(8))-KE 
πf(8))-Kp 탤(8))-KE 

(17) 만약 잠재적인 진입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이윤을 얻지 못환다면 그는 시장에 진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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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AKE = { 8l | 캘(81)~KE} 

선도기업은 I기에 8 2: 81 EAKE 유형의 모든 소비자들이 1기에 상품을 구입하도록 만드 

는 가격을 설정하여 잠재진입기업의 진입을 저지한다. AKE을 無進入(no-entry) 집합이라 

하자. 

補助定理 1 

l 만약 안〈울%이면 A4= ￠1다 

2 만약 KE 2: 웅 s,.. 01면 AKE = Io, λ'K):;t:cþOl다 단 λ'KE 2: x1 >0 

補助定理 1의 l은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시장진입 비용이 특정 수준보다 낮으면 시장진 

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補助定理 1의 2는 진입비용이 충분히 높으면 무진입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 무진입 집합의 上限값(upperbωnd)이 命題 2에서 정의된 x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특성은 진입기업이 진입을 저지당할 때 이루어지 

는 균형 행위를 분석을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x1보다 작은 소비자의 유형 

81읍 무시할 수 있도록 만든다‘ 

떤저 잠재진입기업의 진입이 일어날 경우를 생각해 보자 命題 3에 의하여 이 게임이 

rε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선도기업은 기술혁신을 하지 않고 오직 구제품만을 

판대한다. 그러므로 진입이 이루어 진다고 가정하면 171의 최적 가격은 다음의 최대화 

문게의 해이다: 

(4.2) m없ll(O，) =P,(l- 8,) + π7(8，) 
{81} 

i a i l i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命題 4. 만약 잠재진입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균형이라면， 선도기업은 l기의 생 

산량 1- 페 = l-x1을 선택한다. 

않고 통시에 기술혁신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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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이 진입기업이 신규구매 시장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판매량일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命題 2에 의하여 →그것보다 더 조그마한 판매량이면 신 

규구매 시장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이는 신제품과 구제품의 27] 가격이 더 낮아지도록 만 

들며 。l 에 따라 선도기업의 이윤도 하락한다. 진입기업이 신규판매 시장을 떠나면 선도 

기업은 2기뿐만 아니라 1기에도 내구재 가격을 낮추어 1거에 상품을 더 많이 팔게 되고 

이에 따라 이윤이 하락하지만 진입기업의 이윤은 그대로 있는다. 그러므로 진입기업의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17]의 판매량 중에서 가장 작은 판매량을 선택하여 선도기업의 

이윤은 최대화된다(18) 

命題 4로부터 다음 결과를 곧바로 도출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선도기업이 진입을 방해 

할 수 있을 때마다 항상 진입을 방해한다고 보여 준다. 

命題 5 균형에서 진엽이 발생하는 것의 필요충분조건은 KE < 송 S!J.이다 

이 命題에 숨어있는 논리는 굉장히 직설적이다 만약 KE < 웅 S!J. o] 면 AKE= ￠1고 이에 

따라 선도기업은 잠재진입기업의 진입을 용인하고 이에 적응한다. 역을 증명하기 위해서 

는 알2 웅 S!J.이라 하고 션도기업이 잠재진입을 용인한다고 가정하자 命題 4에서 선도기 

업의 1기의 최적 결정은 8] =x]임을 알 수 있지만 補助定理 1에 의하여 8] =x]일 때 

πi(x]) <KE이고 이에 따라 진입기업은 진입할 때 양의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다 그러므 
로 비록 선도기업이 진입을 용인할지라도 진입기업이 시장진입을 포기한다. 이 결과는 

내구재 산업의 선도독점기업이 그의 독점적인 위치를 보호하는 이점을 누리는 것을 보여 

준다. 

이제 I싸이나 r와 같이 2기에서 진입이 발생하지 않을 때의 균형 상태를 살펴보자 선 

도기업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4.3) max IT(예) =PP - 8]) +r!j(8])-K/η{h=I} 
며，h=N，/} 

S.t. 8, EAu , 1‘E 

이 때 나오는 균형은 다음 命題에 서술되어 있다. 베인 (B없n)의 용어법을 따라 ‘封銷

(18) Bucovetsk:y and Chilton(1986)과 Bulow(1986) 이 1기의 판매량이 진입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Kuhn 때IdPa이lia(1996)는 그 효과가 무한게임 모형에 

서도 유지되는 것을 보여줬다 Carlton and Gertner (1989)는 내구재 복점기업이 대여보다는 

판매를 할 전략적인 유언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직관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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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進入(blockaded enσy) ’ 과 ‘펴止된 進入(deterred entry )’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선 

도기업이 I기에 진입위협이 없는 것처럼 1기의 가격을 책정했지만 실제적으로 진입이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묘사하고 후자는 진입이 봉쇄된 것은 아니지만 가격제한을 통하여 

저지된 상황을 의미한다. 

命題 6 균형 상태에서 진입현상이 i발생하지 않도록 KE ? 웅 Sl!.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 만약 [3sL + sl!.]/[5sL + sl!.] < λKE::; 1 이면 진입은 봉쇄되고 선도기업은 마치 진입기업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 때 만약 선도기업이 기술혁신을 하지 않으면 8] = 3/5이고， 

만약 선도기업이 기술혁신을 하면 (J] = [3sL + sl!. ]/[5sL + sl!.]이다. 

2. 3/5::; ÅKE ::; [3sL + sl!. ]/[5sL + sl!.]일 때 이 때 만약 선도기업이 기술혁신을 하지 않으면 

8 = 3/5이고 진입기업의 시장진입은 봉쇄되지만， 만약 선도기업이 기술혁신을 하면 

8 =λKE이고 진입기업은 진입을 저지한다. 
3 만약 X]::; λXE ::; 3/5이면 선도기업은 8I=λ'KE을 선택하고 진입기업은 시장진입을 저지 

한다. 

우의 命題는 無進入(no-entry) 집합의 상한 λXE에 대하여 세 가지 범위를 구별한다. 직 
관적으로 높은 λ'KE에 대해서는 선도기업이 진입위협이 없는 것처럼 행위를 할지라도 진 

입기업의 進入費用 KE는 매우 높아서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 중간 정도의 λXE에 대해 
서는 선도기업은 무진입 집합의 경계점에서 생산하여 잠재적인 진입기업이 시장에 진입 

하는 것을 저지한다. 또한 위의 命題 6은 최적 선택이 선도기업의 기술혁신 비용에도 의 

존함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직관은 다음과 같다. 만약 선도기업의 技術章新 費用 K1가 

충분히 낮다면 소비자는 271 에 신제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는 초기구매를 지 

연할 유인이 있음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진입기업이 시장 

진입에서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도기업의 기술혁신 비용 K1이 낮을 

경우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선도기업은 반드시 진입위협이 없을 때의 l기 가격보다 더 

낮은 171 가격을 부과해야만 한다- 즉 선도기업은 반드시 價格制限을 해야만 한다. 마지 

막으로 낮은 λKE에 대하여 진입기업의 기술혁신 비용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에 낀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기술혁신의 비용에 상관없이 선도기업은 항상 가 

격제한을 실시해야만 한다 

命題 6은 내구재 독점시장에서 Bain (l 949)의 가격제한의 개념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부분게임 완전균형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논의는 非耐久財 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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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市場에서 가격제한 전략을 효과가 없게 한다. 命題 6의 핵심사항은 2거의 수요 함수 

는 171의 판매량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대조적으로 비내구재의 경우에는 271의 수요 

함수가 171의 판매량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가격제한의 실시한다는 것은 진입위협이 없을 때의 최적 가격보다 진업을 저지하는 가 

격은 낮다는 점을 함축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심지어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하지 못할지라도 독점기업이 171 에 시장을 포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진입이 발생할 

때의 가격은 진입이 저지되었을 때의 가격보다 더 낮을 i수도 었다. 따라서 진입저지의 

측면에서 :실제적인 가격정책을 평가할 때 위의 점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소비자 leapfrog밍ng의 발생여부를 전체게임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4장을 결론짓자. 

따름定理 4. x j < λ'KE < 웅에서 기술혁신이 얼어나고 진입저지 균형에서 소비자 

leapfrogging이 발생한다. 

진입위협이 없는 耐久財 獨古市場에서 Fudenberg and TÍI'이e(1998)은 生塵費用이 매우 

높을 때 소비자 leapfrog맹19만이 발생한다고 보여 주었다. 대조적으로 이 모형은 생산비 

용이 낮을 때에도 leapfrogging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어 결과의 이면에 있는 직관 

은 다음과 같다. 가격제한에 의한 진입저지는 일부 소비자들이 }기에 내구재를 구입하도 

록 유도하고 그들의 가치는 271 에 업그레이드를 할 정도로 매우 높지 않다. 한편 진입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아무리 1기에서 많은 내구재들이 판매되는 것이 끌형이 될지라도 1 

기에 내구재를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이 상품에 대한 가치는 매우 낮아서 오직 업그 

레이드 시장의 소비자들에게만 신제품을 팔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이 소버자 leapfrogging 

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두 가지 관찰 사항에서 경쟁압력으로 인하여 leapfro짧ng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언할 수 있다 

5. 技術훌新의 l훌生分析 

이 장에서는 내구재 시장의 독점기업과 잠재적인 진입기업이 기술혁신을 할 적절한 유 

언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소하지 않은 질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9) 진입기업이 

(19) 이는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재판에서 중심 질문이다(The Washington Post, Nov. 30. 
1잊19 ， p. A29] 비록 이 논문에서는 제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지만 이 재판에서 가장 논쟁 

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기서 다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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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숨혁신을 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선도기업의 기술혁신 비용 Kj가 

특정범위보다 낮거나 혹은 높을 때 기술혁신의 사회척인 유인과 개인적인 유인이 일치하 

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다. 첫 번째 경우 기술혁신은 발생한다. 두 번째 경우에는 기 

술핵신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Kj가 중간범위의 값에 있다면 기존의 독점기업은 어 

떠한 기술혁신도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을 선태한다 진입위 

협이 부재할 때 기술혁신에 대한 과잉투자가 발생하는 현상은 Wal이nan (1993 , 1996)과 

Choi(I994)와 같은 다른 내구재 시장 모형에서도 보여진다 

만약 진입위협이 있다면 사회적 비효율성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 논문에서 

볼 수 있다. 먼저 만약 기술혁신이 일어나면 비효율성이 각 기업의 의해서 나타난다 비 

록 진입기업이 기술혁신 투자륭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선도기업은 아마도 기술 

혁신 투자를 할 것이다 KE<Kj 반대로 선도기업이 기술혁신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 할지라도 진입기업이 기술혁신 투자를 할 수 있다 Kj<KE' 

命題 7. 균형에서 기술혁신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1 KE > 웅 S'" 즉 균형에서 잠재적인 진입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때 비록 기술 

혁신 비용이 KE<Kj이라 할지라도 선도기업은 투자를 할 것이다. 

2 KE < 송 % 즉 균형에서 진입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비록 기술혁신 비용이 κ〈

Kf이라 할지라도 진입기업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입저지의 가능성이 오직 진입기업의 기술혁신 비용과 

이윤에 달려 있지 선도기업의 기술혁신 비용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도기 

업이 성공적으로 진입을 저지할 때 진입기업이 비용상의 이점이 존재할 수 있지만 선도 

기업은 기술혁신에 투자할 것이다. 또한 반대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무진 

입 (no-entry) 집합이 공집합이변 선도기업은 진입기업의 시장진입을 용인해야 한다 그러 

나 앞 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선도기업은 그의 기술혁신 비용에 상관없이 결코 투자를 하 

지 않는다. 

다음으로 균형에서 기술혁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자. 독점기업의 가격제한 

의 설시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은 기술진보를 항상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만약 진입기업이 새로운 내구재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입한다면 社會的인 

멀生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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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까 = 2 Il %없8+ 1:/2sA없8 + I;lgkl%없8-KE 
1. 5 샤 3 ~. 

=s.lf--x:ï+-s‘ -K~ 
L\ 8 '/ 8" e 

이는 命題 2와 命題 4에서 나온다. 한편으로는 만약 진입이 저지되고 기술혁신이 발생 

하지 않으면 사회적 후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2) 찌찌=2J~，빼8+J앓)싸 표뻐8 

=SL (1충λ씩 

이는 3장 1절과 命題 6에서 나온다. 진입기업이 시장에 진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후생을 얻을 수 있게 하려면 진입기업의 기술혁신으로부터 나오는 효율이 반드시 진 

입기업의 기술혁신 비용보다 충분히 커야 한다. 식 (5. 1)과 (5.2)를 비교하면 命題 8을 

발견할수 있다. 

命題 8. 기술혁신이 발생하지 않는 진입저지 균형에서， 진입기업의 기술혁신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이익은 항상 진입기업의 기술혁신 비용보다 크다. 따라서 기술혁신에 대 

한 과소투자로 균형을 묘사할 수 있다. 

이 定理 뒤에 숨어 있는 직관은 다음과 같다. 가격제한에 의하여 발생한 進入펴止 현 

상은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전입저지를 가능하게 하는 171 판매량이 진입기업의 技術童

新 費用 K윤} 감소함수이므로， 가격제한에 의한 비효율성은 진입기업의 기술혁신 비용 

K윤1 증가함수이다. 즉 낮은 KE에 대해서는 진입저지에 의한 효율 손실은 최소가 된다. 

그러나 진입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신제품을 소비할 때 획득하는 후생은 진입기업의 기 

술혁신 비용보다 크다. 중간 정도의 KE에 대해서는 1기 판매량을 감소로 인한 손실이 진 
입기업의 기술혁신이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 마지막으로 높은 KE 

에 대해서는 진입이 봉쇄되는 것이지 선도기업이 진입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다. 

命題 8은 진입저지의 전략의 시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은 기술혁신을 가 

져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정 

부개입의 근거를 제공한다. 더욱이 命題 8은 최근의 미국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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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여 흥미로운 함의를 제공한다- 이 재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耐久財 산업의 時間

不-致 問題 때문에 충분한 技術章新의 유인을 갖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한번 

냐구재가 팔리면 기업은 반드시 추가적인 수입을 위하여 기술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주장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잠재적인 진입기업이 기술혁신이 위협을 

하는 이 경우에 코즈(Coase)의 주장을 정당한 근거 없이 끼워 맞춘 것을 알 수 있다. 실 

처로 이 장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6. 結 論

이 논문에서 상품의 耐久性이 진입 장벽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혹은 선도기업이 價格

밟i 限을 통하여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음을 보았다. 비록 진입저 

지를 할 수 있는 힘이 技術章新을 하는 유인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과 동치는 아니지 

만‘ 그 힘 덕택에 선도기업이 기술혁신에 대하여 과소투자를 할 수 있고 혹은 비효율적 

인 투자를 할 수 있다 한편 기술혁신을 단행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반대의 방향으 

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즉 선도기업이 기술혁신 투자를 할 때 

사회적인 비용상으로 이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입기업이 투자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의 분석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프로그램에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수수께끼 같은 사실을 해명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다른 설명 방식도 

이러한 수수께끼를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윈도우 프로그램의 저가 정책을 내구성이 

얼마나 설명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 해명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책 

이 필요한 질문이다. 더욱이 이 논문은 耐久財 獨러市場에서는 하나의 항구적인 기술선 

도 기업이 있을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분석 · 제시한다- 이러한 면모는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중앙연산처리장치 (CPU) 시장에서 인벨(Intel) , 네트워크 장비 

산업에서 시스코(Cisc이와 같이 컴퓨터 관련 산업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 논문의 결과는 反獨러 政策뿐만 아니라 技術章新과 市場進入의 동학에 관한 실증연 

구에 대해서도 큰 함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시간불일치 문제를 야기하는 내구성은 또한 

선도독점기업이 진입저지를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내구재 독점시장에서도 경 

쟁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은 반드시 그 시장에서 기술혁신 

의 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선도독점기업이 갖고 있는 이러한 

힘은 기술혁신투자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까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動的 觀爭(dynamic competition)은 經濟成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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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구재는 생산요소로 사용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구재 독점시장에서 나타나는 進入펴止 현상을 주 

의 깊게 분석하면 성장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副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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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命題 1의 證明

~를 St:1까sr + SA]이라고 정의하자 3장 l절의 분석에 의하여 만약 (J) >~이면 선도기업이 

가격차별을 할 것을 알고 있다(命題 I의 1). 다음으로 (3.5) 식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예 

의 범위， 즉 θ')$~를 고려하자. 선도기업이 신규구매 시장과 업그레이드 시장에서 균일가 

격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의 시장에서만 제품을 공급할 수 었다. 두 시장에 

서 모두 제품을 공급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 유형 8)의 171의 한계 소 

비자가 (i) 업그레이드를 강선호하게 (strictly prefer) 만드는 가격. (ü) 업그레이드에 무차 

별하게 느끼는 가격 (iii)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것을 강선호하게 만드는 가격이 었다. 

최적 가격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선택권들을 고려하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윤 가치와 비교를 하자. 

선택권 (i)에서 최척의 균일 가격은 다음의 최적화 문제의 해이다. 

(A. l) 
I P.. 、

max 11 " J p" 
{P(]'PHJ\ sL + sA I .. 

(A.2) 
P .. 

s.l. fJ, >-ζ-， 
‘ S 

A 



進入k且止와耐久財 獨퍼에서의 技術童新 -309-

(A. 3) 
P .. 

n :s; 8" 
S , + S. L ' U~ 

(A.4) P ,, =P U-'H 

이 때의 해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A.5) PH=Pu=￡ (SL+SA) 

저약식을 확인하면 선택권 (i)와 관련된 페의 범위가 선도기업이 소비자의 구매이력을 

고려하여 가격차별을 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 되는 8]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선택권 (i)은 항상 열등전략이 된다. 

선택권 (ii) 아래에서， 선도기업은 다음의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된다. 

(A.6) {믿쁨Hl(1-쏠)PU + (8]-않τ)PH 

(A.7) D개
 -
p
‘
펴
 

<-nU J 

(A.8) 
P .. 

__ '_'_ :S; 8" 
s , +s ‘ L ' U~ 

(A9) PU=PH 

선택권 (iii) 에서 최적화 문제는 오직 제약식 (A.7)가 강부등호가 성립한다는 점만 (ii)와 

다르다- 제약식 (A.9)아래에서 (A.6)을 최대화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A. 10) PH=PU=~S~ sL +쏟(1 + 8]) 
- U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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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약식들을 고려하면 선택권 (ii)와 관련된 8]의 범위는 8] S; zz이고， 선택권 (iii) 

와 관련된 8]의 범위는 s,/[2sL + 3sA] s; e] S: zz이다. 각 선택권이 수반하고 있는 이윤을 고 
찰하면 선택권 (iii) 이 선택권 (ii)보다 큰 어윤을 산출한다. 

증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신규구매 시장과 업그레이드 시장 중에서 하나의 시장에서 

신제품의 판매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윤을 결정하자- 특히 선도기업은 신제품을 업그 

레이드 시장의 고객들에게만 판매하고 구제품을 신규구매 시장의 고객에게 계속 판매하 

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최적화된 업그레이드 가격은 식 (3.7)에 의하여 주어지고 동시 

에 최적화된 구제품 가격은 (3. 1)의 해로 얻을 수 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과 선택권 (ii)와 선택권 (iii) 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Z] < 8] s: zz이면 선도기업은 신제품을 신규구매 시장과 업그레 

이드 시장에서 모두 균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선호하고(命題 1의 2) , 만약 OS: 8] S: z] 

이면 신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장에만 판매하고 동시에 구제품을 신규구매 시장에 공급하 

는 것을 선호한다(命題 1의 3) . 단 이 때 z]은 다음과 같다. 

% <?/~ < 
-AU -FJ 

-
끼
‘
)
 

% 
-+ -IL 

-
강
 

빼
 

口

따름定理 1의 證明

부분게임 rI에 대하여 命題 1의 1-3에 서술되어 있는 e]의 각각의 범위를 분석하고 

leapfrogging이 발생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첫째. 112 s; e1 s; 1에서는 선도기업은 업그레이 

드 시장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신제품을 공급하고 이에 따라 leapfrogging이 발생하지 않는 

다. 둘째， zz s: 81 s; 112에서는 선도기업의 2거에서의 최적 가격은 〈表 2)에 있다- 만약 e1 

< 1/2이면 Pu/SA> e]이고 ， e] >0이면 PH/[SL +sA] > e]이다. 즉 271 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한계 소비자의 유형은 8]보다 크고 ， e]보다 작은 유형의 소비자들만이 신제품을 구입한 

다 leapfrog맹19이 발생한다. 셋째， z] s: 8] s: zz에서는 선도기업은 신제품을 〈表 2)에 제시 

된 최적화된 균일 가격으로 신규구매 시장과 업그레이드 시장에 신제품을 판매한다. 8] < 

[SL + sAJ/[SL + 3sA]이면 P H/sl1 > e]이다. 이 때 모든 e]< Zz에 대해서 eJ < [SL +SI1J/[SL +3sAJ이 

성립한다 그리고 모든 에<Zz에 대하여 8] > s,/[2sL + 3sA]이 성립하고 이와 같은 조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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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SL + Sa] < 01이다 : 1않pfr명횡ng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O$; 01 $;ZI이면 신제품이 업그 

레여드 시장에서만 팔리고 여 때 없pfro짧ng는 발생하지 않는다. 口

命題 2의 證明

3장 2절의 분석에 의하여 부분게임 rE에서 진입기업이 결코 교차 업그레이드 할인을 

설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입기업은 신규구매 시장과 업그레이드 시장에서 균일 

가격을 부과하거나 혹은 하나의 시장에서만 신제품을 판매하는’정책을 실시할 것여다. 

부분게임 :p처럼， 두 개의 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할 때 세 가지 선태권이 존재한다: 유형 

01의 1거 의 한계 소비 자가 (i) 업 그레 이 드를 彈選好하게 (strictly prefer) 만드는 가격 . (ii) 

업그레이드에 무차별하게 느끼는 가격 (iii)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것을 강선호하게 만 

드는 가격이 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관한 분석은 命題 1의 분석과 비슷하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증명은 생략한다. 

결론적으로 부분게임 rE에서는 0，의 임계값은 다음과 같다. 

(7 ..,[2- 8)s L + (8..,[2- 8)s ò 

x, = 8s
L 

+8s
ò 

2SL + 2sò 
X2 = 

2sL +2sò 

전=경륜파r 

단 O<x，<전〈응〈전이다 

이로부터 命題 2의 4번의 증명은 자명하고 이에 따라 증명은 생략한다. 口

따름定理 2의 證明

이 증명은 따름定理 l과 비슷하고 이에 따라 생략한다. 口

命題 3의 證明

선도기업이 신제품과 구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전략을 고려하자. 선도기업은 세 가지 

다른 眼賣 戰略을 가지고 었다. 첫째， 신제품을 신규구매 시장과 업그레이드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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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판매한다. 둘째， 신제품을 오직 신규구매 시장에만 판매한다. 셋째， 신제품을 오직 

업그레이드 시장에서만 판매한다. 이러한 판매 전략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략은 

선도기업에게 0의 이윤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버트란드 가격경쟁은 구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가격까지 0으로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전략은 업그레이드 가격 

을 O까지 하락시킨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시장 구조를 생성한다- 진입기업은 높은 

품질의 신제품을 생산하고 선도기업은 낮은 품질의 구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규구매 시장에서 수직적인 가격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선도기업은 신제품을 완전히 철수하여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선도기업은 구 

제품을 판매하고 진입기업만이 신제품을 판매하는 기술혁신 이력 E에서 선도기업이 획득 

하는 이윤이 기술혁신 이력 B에서 선도기업이 얻는 이윤보다， 기술혁신 이력 B에서 모 

든 (J] ::; 1 인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업그레이드 시킬 때 얻는 이윤이 더욱 크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양의 값을 지니는 據收費用 E>Û으로 인해서 진입기업에게는 시장에 잔류하는 

것이 어떠한 연속 균형에서도 우월전략이고， 동시에 선도기업에게는 신제품을 철수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된다. 口

補助定理 1 으l 證明

命題 2로부터 탤( (J])이 (J]의 단조증가 함수이고 (l셔)sõ가 하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캘((J])::; KE이려면 KE 으 (1셔)sõ이 되어야 한다. 즉 補助定理 1의 첫 번째 부분이 증 

명되었다. 

두 번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보자 πE(예)의 단조성과 λ'KE 
의 정의에 의하여 모든 (J]::; λ'KE에 대하여 π:;(8]) ::;캘(λKE)SKE이다 8] ::;X] 일 때 (l /4)sõ에 

서는 항상 캔(8])은 같은 값을 갖는다 이에 따라 KE ~ (l/4)sõ에 대하여 캘(λKE)=KE인 

λ'KE 으 X] 이 항상 존재한다. 디 

命題 4으| 證明

진입기업의 시장진입이 균형으로 존재할 때 선도기업의 l기에서의 최적 선택을 찾아보 

자. 먼저 2기에 시장진입이 일어났을 경우를 고려하자- 이 때 l기의 한계소비자의 유형 

(J]으로 표시되는 l기의 수요함수를 계산한다- 命題 2를 각각의 다른 1기의 수요함수와 이 

윤과 결부된 8]의 네 가지 범위를 얻는다 두 번째로 각각의 네 가지 범위에 대하여 최적 

점윷 결정한다. Û::; (J] ::;X]에서는 ll( (J])은 (J] =X]에서 최적점을 갖는다 x]::; (J]::;X2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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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2期 部分게임에서의 t염衝 利潤

8] :JC, :JCE 

rN 4 1 u -L og12 

r' 담， 1] (1- 8])8]sll + τ (Sll +sL)학 

(~，섬 1 1 
~ sll + ~ (Sll +sL)8f 

(ZI' ~] 4 1S aA S si ι‘ + + 2 ssI L L (1+8/ 

[0, Z]] 
1 1 안 "4 S11 +4 SL 

rE (x
3, 1] 

Séll(SL +sll) 
4 suA 

(SA + SL)2 

(3sL +4s11
)2 (3sL +4s11

)2 

(전，-'3] 
SLSIl 와 

1 sL+ 2s11 와 
4(SL +sll) 

sIl8]- τιiSA s L +s A 

(xl' x2] 
sLs Li(S L 

+s uJ (1 + 예 )2ι 
(7sL + 8S11

)2 8sA 
@ 

LI +S UA)2 
(I + 8l) 

깨4 
(7sL + 8s11f 

[O,x]] 1u -Lv nl2 1 
4 4 SL 

II(8))은 St!SL의 높은 값에 대하여 하한에 위치 하고 St!SL의 낮은 값에 대하여 상한에 위치 

한다. X2 $ 8) $x3와 X3 $ 8) $1에서는 II(8))은 8) =x3에서 최적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위 

에서 얻은 값을 비교하면 1기에서 최적점으로 8)=x)을 선택한다. 디 

命題 6으l 證明

먼저 先導企業이 기술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선도기업이 기술혁 

신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i) 技術筆新을 하지 않는 境遇 ’ 

반약 無進入(no-entry) 제약에서 퉁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선도기업의 최대화 문제는 

내구재 독점 모형의 표준적인 최대화 문제로 변한다. BuloW (1982)와 같은 선행연구자들 

이 이 최대화 문제를 풀었다. 그 해는 81 = 3/5이다. 만약 무진입 (no-entry) 제약에셔 풍호 

가 성립 한다면， 즉 λ1(E $ 3/5이면， 선도기업은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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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최소한 λ'KE을 공급한다. 總、利潤 띤數의 오목성 ( concavity )은 최적량이 정확하게 λKE 

임윷 증명해준다-

ii) 技術章新을 하는 境遇

만약 무진입 (no-entry) 제약에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1기에서의 최적 선택은 命

題 4의 증명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 해는 데 = [3sL + sô]/[5sL + Sô] 

이다 완전한 증명을 위해서 λKESI3SL+SA]/[5SL+s꾀일 때 무친입 집합에 의해서 선도기 

업은 제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자. 총이윤함수의 오목성은 1기의 최적 판매량을 

경계점 λ'KE에서 나오도록 한다 1기의 최적 가격을 얻기 위해서 λ'KE을 1기의 수요함수에 

서 세에 대입한다. 이러한 점을 모으면 命題 6을 얻을 수 있다. 口

따름定理 4의 證明

JL--름定理 1의 증명과 비슷하고 이에 따라 생략한다- 口

숨I題 7으l 證明

먼저 ̂ KE가 공집합이 되지 않도록 KE ~ (1 /4) Sô이라고 가정하자. 命題 6에 의하여 선도 

기일은 8] ~X]을 선택하여 π￡(6I)=KE가 되도록 한다 πj(8])이 KE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선도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껴(8]) -π~(8]) ~ KJ이어야만 선도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따라서 이 命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SL와 Sô의 일부 값에 대하여 껴(8]) 

- nJ' (8J) >캘(8J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면 된다 SL와 Sô의 차이가 매우 작다고 가 

정히자 이런 경우 ZJ < x1 < x2 < Z2 < 1/2이고 XJ S 8] <Z]에서 껴(야)-nf(8J )> 캘(페)이다 
이 命題의 두 번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KE <O/4)sô와 KJ<KE을 가정하자. 이 경우 

에 ^KE은 공집합이므로 선도기업은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시장진입을 용인하는 것이 균형 
이다. 그러므로 섬지어 선도기업의 기술혁신 비용이 낮을지라도 진입기업은 기술혁신을 

한다 口

命題 8의 證明

만약 주어진 KE에서 식 (5. 1)로 주어진 WE가 식 (5.2)으로 주어진 wv보다 크다변. 진 

입기업이 기술혁신을 하는 균형이 진입기업이 기술혁신을 하지 않고 진입을 단념하는 균 

형보다 효율적이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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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l) 융%않xi) +융 Sð. -KE~O 

이면 w:가 w"보다 크다. 따라서 KE가 λ'KE와 일치할 때마다 w:가 w"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남아있다. 

진입기업이 시장진입에서 0의 이윤을 획득할 때 λ'KE가 l기의 최적판매량이다. 命題 2는 

KE와 ÀKE가 관련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 준다. 

(S, + SA)2 … 
I 4sð. ，~~L ~ß: ,2 κ X， < λ'Kr :S;-;-I u (3s

L 
+ 4sð.)ι • J "E 5 

(A. 12) 
I 1 S'. +2s •. , 

KE = ~ Sð.(Jl-τSð. L. ß (Jt if~ :S; ÀKr :S; x3 
| > ι SL+Sð. - •• t 

\ ~ (.S, + sAi 
- A L a ? ifx1 〈 λ'Kr :S; x2

ηSL +8sμ‘ 

KE을 (A. ll)에 대입하고 λ'KE의 각각의 다른 범위에 대하여 이를 계산하면 모든 범위에서 
찌￡가 w"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증명은 끝났다. (表 2)-(表 4).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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