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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기존 확산연구의 성과를 원용하여 첫

째, 이동통신 기술표준에 있어 기술규격의 세대

나 표준화의 국면(채택, 확산), 국가별 산업 발전단계, 기술 진보 등에 따라 다양

한 확산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나아가 이전 세대에서의 학습

이 다음 세대의 확산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동아시아 기술표준 후

발국의 확산패턴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경향성에 대해 고찰했다. 둘째, 기존 연구

에서 확산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어 왔다고 한다면, 여기서

는 그 결과나 확산과정에서의 편차와 그 원인 등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3G에서 

WCDMA를 채택한 일본이 유럽에서의 전례와는 달리 애초 예상되던 이익을 얻

지 못하고 고립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최

근 진행되고 있는 4G 이동통신 표준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과 확산 동향을 포함하

여 이동통신 표준의 확산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논의에서 갖는 시사점에 대해 살

펴보았다.

T his article purports to analyze various patterns of diffusion in technical 

standard of mobile communications according to technology 

generations, phasis of standardization such as adoption or spread, stages 

of national mobile communications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by using advanced studies on policy diffusion. Learning in 

previous generation has some decisive influences on the diffusion pattern of 

next generation, and also a certain trend in the technical standard diffusion 

patterns of developing East Asian countries can be found out. Futhermor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eviation in the process of standard diffusion 

and its major causes and results. Especially this article examined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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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로의 탐색

이 글의 목적은, 어떤 국가에 의해 채용된 정책이 다른 국가에도 

파급되어 가는, 국제적인 정책의 확산 또는 혁신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가를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경우를 사례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분야에 있어 기술표준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연

구는 확산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고, 기존의 연구에 대해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확산 연구에서는 ‘어떤 

정책영역에 있어 확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현상이 존재했는지’

의 여부(whether)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 나아가 ‘만약 확산

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왜 발생했는가’(why, how)에 대해 그 메

커니즘을 해명하는 작업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반면 그다

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언제(when), 어디서(where), 어느 

정도(to what extent)라고 하는 문제제기이다. 요컨대, 메커니즘의 

유형화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왔어도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

분이 많지 않다고 하겠다.

시몬스(Simmons) 등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국가에 있어 정

부의 정책결정이 그 이전에 다른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정책선택

에 의해 체계적으로 조건 지어질 경우, 국제적인 정책확산이 일어

난 것으로 본다(Simmons 외 2006, 787). 따라서 정책확산은 이전 

다른 국가가 채용한 정책에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경로 의존적이

며, 동시에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체, 국가, 지역의 ‘네트워크’에 주목하여 확산이 

Japan was isolated in 3G mobile communications with no expected gains 

in spite of the adoption of dominant WCDMA standard, on the contrary to 

European precedents. On the basis of these arguments, this article tried 

to draw implications of the diffusion of mobile communications standard 

for East Asian regionalism includ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diffusion 

trend surrounding 4G mobile industry.

keywords 이동통신 mobile communication, 기술표준 technical standard, 표준경

쟁 standards competition, 정책확산 policy diffusion, 발견적 학습 heu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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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로 다루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 

확산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나아

가 메커니즘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확산 

연구의 과제로서 거론되고 있다. 이 글 또한 이러한 비판의 영역

을 획기적으로 뛰어넘어 이론적 확립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기존의 확산패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앞 단계에서의 경험

과 발견적(heuristic) 학습, 다양한 확산패턴의 존재, 그리고 확산

과정에서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상당한 편차가 동반되기도 한다는 

점 등을 고찰한다는 데에서 의미 있는 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첫째, 동일한 이동통신 기술표준 영역에 있어서도 

단계(기술표준의 세대) 또는 표준화의 국면(채택, 확산), 국가별 산업 

발전단계, 기술 진보 등에 따라 다양한 확산패턴이 나타난다는 점

에 주목한다. 특히 이전 세대(Generation, 이하 G로 축약하여 표기)1

에서의 학습이 다음 세대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동아시아 기술표준 후발국의 확산패턴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경향

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확산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고 한다면, 이 글에서는 그 결과

나 확산과정에서의 편차와 그 원인 등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이와 

관련하여 3G에서 WCDMA를 채택한 일본이 유럽에서의 전례와

는 달리 애초 예상되던 이익을 얻지 못하고 고립되는 이유는 무엇

1　 이동통신의 세대 구분은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라 구분되며, 전송 속도는 음성, 

문자, 동영상, 멀티미디어 등 전송 대상을 좌우한다. 세대 구분은 세계 각국의 전

기통신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결정한다.

이루어지는 조건 또는 확산을 촉진시키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Abrahamson 외 1997; 

Cao 2010; 湯川拓 2010).

국제정치에 있어서 정책확산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최근 

10여 년 정도의 일이다. 그 이전의 국제정치학에서 확산이라고 하

면 대부분의 경우는 전쟁에 관한 것이었고 정책의 전파는 그 대상으

로서 주목받지 못했다. 1990년대부터 구성주의의 등장과 함께 규

범의 전파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고(Finnemore 외 1998), 시몬스

(Simmons 외 2004) 등의 연구를 하나의 계기로 주로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 정책확산 연구가 일종의 붐을 형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는 연금 민영화(Brooks 2005), 국가예산에 있어서의 사회지출 규모

(Jahn 2006), 중앙은행의 독립성(Polillo 외 2005), 법인세 인하(Cao 

2010) 등 다양한 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개별 사례의 연구를 통해 확산이 이

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어떻게 확산되었는가의 

메커니즘에 대한 해명 등을 해왔다. 그 결과 메커니즘으로서는 

① 강제, ② 규범적 동조, ③ 경쟁, ④ 학습의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는 데 대략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Simmons 외 

2006). 이러한 패턴 중에서 무엇이 작동하든 주변국에서의 채용이 

일종의 ‘시류편승 압력(bandwagon pressure)’으로 작동함으로써 

정책이 확산된다는 것이다(Abrahamson 외 1997). 즉 다른 국가가 

채용할수록 자국에의 채용 압력이 강화되고, 채용에 대한 인센티

브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책확산 연구는 개별 사례, 특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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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비자발적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하위정부나 개별 국

가가 상위정부나 국제레짐으로부터 경제적 원조관계나 정치적 예

속관계에 놓여 있을 때 이러한 확산이 일어난다. 자신들이 선호하

는 특정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을 입법화하는 경우, 

국제기구가 자금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특정한 

정책이나 법 제정, 그들이 선호하는 실행방법이나 수단을 요구함

으로써 개별국가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똑같은 정

책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Berry 외 2010, 88).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전파와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이 융자

를 조건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수용을 요구한 것이 전파를 

촉진했다고 보는 관점이다(Henisz 외 2005). 이 글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1G 이동통신에서 일본이 자국 방식과는 별도로 미국 

방식을 추가적으로 채택하고, 그것이 제한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은 

이러한 강제메커니즘에 의한 것으로 본다.

둘째로, 구성주의자들은 확산을 일종의 국제적인 사회화 과정

으로 인식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관념적인 요인을 중요시한다. 이

러한 확산은 이념, 정책 의제, 기술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

제기구나 서로 정보나 지식을 교류하는 전문가집단을 매개로 각 

국가 또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바람직하거나 효과적인 것으로 받

아들여져 정책이 전파됨으로써 발생한다(Grossback 외 2004). 제

재가 전제되는 국제규범이나 상위정부의 강제에 의한 확산과는 구

분되는 것으로 이 경우는 새로운 정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 또

한 각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할 정보와 인지능력이 결여

된 채,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의해서 정책결정자

인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셋째, 최근 진행되고 있는 4G 이동

통신 표준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과 확산 동향을 포함하여 이동통

신 표준의 확산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논의에서 갖는 시사점에 대

해 고찰한다.

II  이동통신 기술표준: 표준화와 확산경로

1. 이론적 쟁점

크게 볼 때 국가 간의 정책확산과 혁신에 대한 기존 연구들 중 가

장 이론적 쟁점이 되는 것은 확산의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적 변수들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

선 기존 연구들은 이에 대해 크게 네 가지의 메커니즘을 제시해 

왔다.2

첫째는, 강제(coercion)이다. 이는 국제정치학에서 주로 현실

주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여 확산 과정이 패권국(hegemon)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후술하는 학습이나 모방과 같은 자발적으

로 결정한 확산과 달리, 확산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

한다. 주로 상위정부 또는 국제레짐 등이 정한 규범이나 규칙에 의

2　 웨일랜드(Weyland)는 1984년에 칠레에서 처음 도입된 연금민영화 정책모델이 

20년에 걸쳐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국가에 파급되는 사례를 다루면서 정책확산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기존의 세 가지 접근, 즉 외부 압력 접근(External 

Pressure Approach), 규범적 모방 접근(Normative Imitation Approach), 합리

적 학습 접근(Rational Learning Approach)을 검토한다. 참고로 웨일랜드는 이 

세 가지 접근법이 정책확산의 패턴을 잘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인지심리학에서 

원용한 인지적 휴리스틱(cognitive heuristics)을 설명 틀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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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책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손익계산에 의한 

합리적 학습 뿐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견이나 심리적 

오류들도 포함된다(Simmons 외 2004). 이러한 학습에 의한 정책

확산과 단순한 모방과 흉내(emulation and imitation)에 의한 확산

과는 구분된다(Dolowitz 외 1996). 학습에 의한 확산이란 어떤 지

역이나 국가가 자신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춘 다른 지역

이나 국가에서 채택한 정책들 중 성공한 사례를 통해 정책의 효과

를 학습한 후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한편, 단순한 모

방에 의한 확산의 경우, 새로운 정책을 먼저 채택한 지역과 규모, 

자원, 문화 등의 측면에서 이질적인 지역이 그 정책의 성공 여부에 

대한 학습 없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

책을 도입하는 경우이다.

한편, 웨일랜드(Weyland 2005)는 인지적 휴리스틱스(cognitive 

heuristics)를 설명 틀로 제시하면서 인간의 포괄적 합리성(comprehensive 

rationality)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현실에서는 제한

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기

서 휴리스틱스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실마리나 근거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경험

적, 발견적인 방법 또는 지식을 말한다. 3G에서 한국과 일본이 복수

표준의 병존방식을 채택하고, 중국이 복수표준의 병존방식을 채택하

면서도 독자표준을 모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발견적 학습을 통해 

나타나는 확산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이론적 쟁점은 정책확산과 혁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혹은 국제적 변수들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책

의 결정능력이 더 제한받는 상황에서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습 메커니즘과도 구분된다.3 GSM의 경우 유럽연합의 통신 부문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표준화 활동을 전개한 CEPT・GSM, 3G의 

경우 3GPP, 3GPP2와 같은 표준화기구(committee)를 매개로 별

도의 경쟁적・대항적 기술표준이 확립되고 전파되어 가는 것은 일

종의 국제적인 사회화 과정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셋째는, 경쟁(competition)을 통해 한 국가의 정책 수립이 그

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의 정책 혁신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혁

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들 이다. 이 경우는 반드시 정

책확산이 한 방향으로 수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G에

서 일본의 PDC 채택, 한국에 있어 북미 CDMA 방식 채택, 3G 및 

4G에서 중국이 독자표준으로 각각 TDSCDMA, TDLTE를 추진하

고 있는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자국 통신 설비 및 단

말기 제조업 등에 대한 보호장벽을 쳐서 이들을 일정 부분 보호하

고 육성하려는 정책적 의도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한국의 3G 와

이브로(WiBro) 사례를 포함하여 이러한 규격이 경쟁 메커니즘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된 사례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학습(international learning)으로 국가들

이 다른 나라의 선례를 통해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이를 통

3　 이 모형에 따르면 국가나 정부의 크기, 통치나 정치이념 같은 요소에 있어서 유사

성이 존재할 경우, 확산이 더 잘 일어난다고 보며, 연결성이 강한 국가 간에서는 

상호 간에 규범적 동조가 발생하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웨일랜드는 문화적 공통

성과 역사적 연관성이라는 통로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 정책들이 확

산된다고 주장한다.



104 105동아시아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확산

하나는 바로 기술표준이 지니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기

술표준이란 권위나 관행 또는 합의 등에 의해서 수립된, 기술에 대

한 규칙이나 명세(specifications)로서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기

술에 대한 기술’, 즉 메타기술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기술표준의 

기능은 상호 연결된 기술 요소들 간의 호환성, 상호운용성을 보장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표준의 가치와 위력은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채택되어 공유

될 때 발생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가 어떠한 과정을 통

해서 기술표준을 설정하느냐가 문제시된다(김상배 2007, 83).

산업 분야에 있어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력이며 표준화의 원천

도 또한 그렇다. 그러나 뛰어난 기술력만으로 표준을 획득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기술표준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추진하

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 동안 기술의 표준화에 있어 

미국, 유럽, 일본이 대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여기

에 한국과 중국이 가세하여 5극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

아가 하나로 그룹화 되고, 구미와 대치하는 구도가 전략상 바람직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오

히려 동아시아 내에서 주도권 다툼이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이전보다 보다 더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

되게 된다고 하겠다.

산업기술의 표준화는 다음 몇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일련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명시적 표준협약이 체결되고 공

표됨으로써 표준화가 달성될 수 있다. 기술표준을 공공재로 인식

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들이 참여하여 협력과 조정 및 제도화의 

확산이 반드시 모든 대상 국가 혹은 지역에서 동일하게 혁신을 가

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확산 및 혁신 과

정에서의 편차를 가져오는 변인들에 주목하였다. 우선 국제적 변

수로서는 국제기구나 단체의 역할, 국제적인 표준화 및 경쟁, 강

대국 혹은 변화를 주도하는 행위자들의 역할 등이 있다. 또한 국

내 변수로서는 특정한 정책 영역에서 국내 거버넌스의 구조와 정

책 수립 패턴, 경제 발전 등 경제적 변수, 사회 문화적 변수, 민주

주의, 관료제의 특성 등 매우 다양하고 또한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신상범 2012).

3G에서 일본이 주도한 WCDMA가 지배표준이 되었지만, 일

본의 통신설비 및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기대에 반해 세계적으로 

확산된 WCDMA망을 살리지 못하고, 해외로의 전개에 실패했다. 

이와는 달리 한국과 중국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일본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확산 및 혁신 과정에서 이러한 편차는 왜 발생하는 것인

가? 이 논문에서는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확산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국내적 변수로서 일본 국내 정보통신 거버넌스 구조에 초점을 

맞춰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이동통신 분야 표준화와 표준경쟁

1) 표준화와 표준경쟁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의 초점은 우수한 기

술과 품질을 추구하는 제품혁신경쟁의 양상에서 기술 게임의 규칙

을 장악하려는 기술표준경쟁의 양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른 산

업기술과 비교할 때 정보통신기술이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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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표준과 무형의 서비스표준, 또는 하드웨어표준과 소프트웨어

표준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과정에서 공적 표준화와 사실상 표준경

쟁이 복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표준

설정의 복합화는 3G 이동통신의 표준화・표준 경쟁에서 전형적으

로 나타난다. 표준 설정의 메커니즘이 복잡해진 만큼 특히 3G 이동

통신에서는 단일표준을 창출하는 과정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동통신 산업의 경우 표준설정 과정에서 사실상의 표준보다 

공식적 표준의 규정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한다. 정보가전 

산업의 표준이 주로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동통신 산업 

표준은 대부분 국가 간, 기업 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협상

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컨센서

스 표준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실제로 이동통신 산업

의 표준은 시스템, 단말기, 서비스, 네트워크 등 수많은 기술 영역

에서 경쟁과 협력 그리고 조정을 통해 표준이 달성되고 있다(新宅

純二郎・江藤学 編 2008).4 중요한 것은 공식적 표준이든 사실상의 

표준이든 표준경쟁에 뛰어든 기업들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점이다. 

표준경쟁에 승리한 기업은 자사 기술의 지적재산권화를 통해 라이

선스 요금 및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기

술을 먼저 상용화해서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독점이윤을 얻고자 한

다는 것이다(立本博文 외 2010).

4　 이동통신산업 분야에서는 기간망 제어 기술(core network technology), 무선 

접속 및 전송 기술(radio access & transmission technology), 시스템 기술, 단

말기 기술, 망 관리 기술 등 총체적인 무선 네트워크 및 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

화가 추진된다.

과정을 거쳐 표준을 설정해가는 ‘표준화(standardization)’이다. 이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이나 그 상위의 권위에 의지해서 성립되

고 정통성이 확보되는 표준설정의 공적(de jure)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하나의 지배적인 공급자나 수요자가 일방적으

로 확정한 기술에 대한 명세가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짐으

로써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셋째, 제안된 복수의 경쟁 

기술들 가운데 제안자가 아닌 소비자 선택의 결과로 하나의 기술

규격이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는 ‘적자생존식’ 표준화도 있다. 둘째

와 셋째는 기술표준 자체를 소유재로 인식하여 민간 기업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특정 표준이 세력을 얻게 되고 이것이 시장에서 수

용되는 ‘표준경쟁(standard competition)’이다. 둘째 및 셋째 경우

를 공식적 표준과의 대비 하에 사실상(de facto)의 표준이라고 한

다(김상배 2007, 84).

그렇다면 어떠한 영역에서 표준화의 방식이 채택되고, 어떠한 

영역에서 표준경쟁의 방식이 채택되는가? 표준설정이 요구되는 

영역을 ① 제품표준과 서비스표준, ② 수확체감・체증의 법칙이 적

용되는 영역의 표준인지의 여부라는 두 기준으로 표준화와 표준경

쟁이 이루어지는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에 비추어

볼 때 최근에는 디지털 융합과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표준화

와 표준경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김상배 

2007, 84-88).

2) 표준설정

이동통신 분야의 표준설정 방식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108 109동아시아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확산

에 대한 의사 결정은 무조건 표준을 신속히 확정하고, 그것을 기반

으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속도’의 관점보다는 여러 기술의 진화 

방향성을 염두에 둔 유연한 탐색과 테스트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하나의 표준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이서원 2012).

3) 기술표준의 확산경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설정은 먼저 표

준화기구와 시장메커니즘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특징을 보

인다. 사실상의 표준이 좀더 중요한 정보산업의 경우와는 달리 이

동통신의 경우는 ITU, 3GPP, 3GPP2 등 표준화기구나 공식 표준

의 규정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컨센서스 표준이 돋보인다(Funk 외 

2001; ラチョット 2008, 887). 또한 기술혁신이 빠른 이동통신 분야

에서는 신규 진입하는 통신사업자가 차세대 서비스에의 진입에 보

다 적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통신사업자까지 

포함된 새로운 표준화 국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업자는 그 국

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세대 서비스 표

준을 주도한 기존 기업과 정부는 그것을 고집하면서 차세대 서비

스로의 이행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

가 세대별로 정부와 기업은 학습하고 다음 세대의 표준화에 그 결

과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후술하는 일본기업의 WCDMA에의 적극

적인 참가가 좋은 사례이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기술표준의 확산은 일견 합리적 학습 과

정으로 간주되기 쉽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표준 채택 

이동통신 표준전략은 표준부재로 인한 비용 삭감, 기술 발전

은 물론 산업・경제적 이익, 소비자 편익과도 직결된다. 이 때문에 

표준의 설정은 일국적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 및 지역 간 경쟁을 염

두에 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측면이 컸다. 특히 글로

벌화가 진행되면서 기술 표준을 놓고 벌어진 기업 간의 경쟁은 개

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경쟁력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 중심에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3대 강

국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G 이동통신 표준경쟁이다. 여

기에 3G에서 중국 변수가 더해지면서 국가 간 경쟁은 더 복잡해지

고 있다.

2G 이동통신 표준의 경우, 유럽에서 단일규격으로 채택한 

GSM 방식이 대략 8할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2G 규격을 

가장 먼저 채택한 핀란드의 노키아(Nokia)는 유럽이라는 광범위한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한

편, 표준화가 초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다른 표준을 선택한 단

체, 국가, 지역은 표준 변경에 큰 비용을 지불하거나 진화 과정에

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에는 단일 표준경쟁보다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생태계 경쟁 양상이 부각되고 있다. 국가와 개별기업의 단순한 구

분을 넘어 수많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결합한 하나의 생태계가 구

성되고 이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각자의 생태계의 확산을 놓고 경

쟁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단일표준을 추구하기보다 생태계 간

의 균형 있는 공존이나 심지어는 경쟁 세력 간의 협력이 발생하기

도 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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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북구 4개국이 처음으로 채택한 NMT와 북남미의 다수 국가

들이 채택한 AMPS가 그것이다. 두 규격의 공통점은 정부가 일국

에 있어서 단일 규격을 채택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기반이 형성되

었다는 점, 규격이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점, 휴대단말시장이 자유

화되었다는 점이다. 대규모 수요 기반은 설비와 휴대단말의 제조

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초래했고, 공개성이 있는 규격은 신규 진입

을 촉진하여 설비와 휴대단말의 가격 저하를 초래했다.

이에 반해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는 다른 접근법

을 취했다. 일본에서는 NTT 표준이 채택되어 NTT와 몇몇 일본 제

조업체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었다. 북구나 북남미의 경우와 같은 

경쟁은 나타나지 않았고 가격은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일

본 국내에서조차 서비스의 보급이 진척되지 않았다. 독일과 프랑

스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표준화를 주도하지 않았고 각각의 기업이 

독자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가 기업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1G에서는 정부가 규격의 보급에 있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

성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표준화와 기업의 이익 획득에 입각한 비

즈니스모델에 있어서는 탐색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표준화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정부와 기업이 표준화 단계부터 그러한 모델을 

확실하게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은 2G부터이다.

2) 2G GSM: 표준화 주도기업・국가에 의한 수익모델 편성

GSM은 2G 휴대전화에서 가장 성공한 규격이다. 유럽, 한국

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북미 일부 등 세계 대부분의 지역과 국

과정에 있어 절충 사례 등에 주목할 경우, 국제표준에 반영된 기술

명세가 당대 최고 기술의 결정체가 아닌 토론과 협상, 절충과 거래

에 의한 종합적인 고뇌의 산물일 경우가 적지 않다.5 기술의 표준

화는 단순히 기술 합리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인 맥

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기술표준을 강제하거나 조정하는 정

부의 이해관계나 전략과 같은 정치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표준의 확산은 경쟁이나 외부적 강제, 그리고 국

제적 사회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표준의 단계(표준화 초기, 확산)와 국면(세대, 국가별 산업

발전단계, 기술진보 등)에 따라서 다른 확산메커니즘이 나타날 수 있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준화 초기 단계에서의 특징과 이후의 

확산과정에서의 특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G에서의 ‘실패’ 경

험이 2G에서의 경쟁적 확산을 촉발하거나 2G에서의 경험을 바탕

으로 3G에서는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배경으로 발견적 학습

을 통한 확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4G에서는 기술진보에 따른 하

드웨어 호환성 증대, 중국시장이 초래하는 산업적 이익 등으로 인한 

중국 독자표준의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3. 세대별 이동통신 표준화

1)   1G 이동통신: 정부에 의한 단일 규격의 채택과 휴대전화의 보급

1G 이동통신에서는 주로 두 개의 규격이 세계표준으로 성공

5　 예를 들어 WCDMA의 채널 구조에 관해 도출된 절묘한 타협안은 비록 최적의 해

법은 아니었으나 적기에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후 북미 진영과의 표준 경쟁에

서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이현우 2012,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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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표준화 과정에서는 유럽 기업이 유리하도록 2단계의 표

준화가 이루어졌다. GSM방식은 거대한 시장의 문제와 산업경쟁

력 유지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푼 열쇠

는 ① 2단계의 표준화, ② 두 가지의 조직화(표준화를 담당하는 ETSI

의 존재와 보급을 담당하는 GSM・MoU 그룹의 존재)에 있었다. 우선 

CEPT・GSM 단계에서는 유럽 기업만이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

에 기본적인 사양은 거의 유럽 기업에 의해 결정되었다. 다음으로 

GSM・MoU가 체결될 때 유럽 통신사업자의 GSM 인프라 조달에 

관한 조항도 삽입되었다. 실제로 MoU 체결 직후 1988년 유럽의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가 기기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1987년이 되어 비로소 진입이 허가된 비유럽 기업보다도 

인프라시장에서 선발자 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立本 2008).

나아가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은 휴대단

말시장에서도 유리한 구조가 확립되어 있었다. 즉 기지국과 교환

국 간의 인터페이스에 있어서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자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었다. 이 인터페이스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만이 새로운 휴대단말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프라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노키아와 에릭슨(Ericsson)이 자연

스럽게 휴대단말시장에서도 큰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각 유럽 정부가 깊이 관여한 GSM은 1G 휴대

전화와 달리 표준화의 단계에서부터 유럽 기업이 수익을 잘 거둘 

수 있는 모델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立本 외 2008, 

34-40).

이에 반해 일본과 미국은 GSM의 주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가에 보급되었다. 그 성공 요인으로서 유럽 각국 정부의 표준화 프

로세스에 대한 관여를 들 수 있다. GSM은 도입 초기부터 유럽 역

내의 대규모 수요 기반을 확보하면서 규격의 공개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GSM의 표준화는 EU의 통신 부문 통합정책의 일환으로서 자

리 매김되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했

다. 우선 GSM은 CEPT 내에 CEPT・GSM 그룹으로서 발족하였고, 

유럽의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가 표준화에 참여했다. 1987년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4개 국이 참여하는 코펜하겐회의 및 

GSM・MoU를 거쳐 13개국이 1991년부터 동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CEPT・GSM 그룹은 1988년에 ETSI(유럽전기통신

표준협회) 내에서 발족되었고, 비유럽 기업도 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강구되었다. 이에 따라 GSM은 출발 시점부터 유럽 

시장을 확보하면서 비유럽 기업에 대한 공개성도 획득했다(Funk 

and Methe 2001; 立本・許 2008).

표 1. 주요 지역 및 국가의 세대별 통신방식

유럽 북미 일본 중국 한국

1G
독자표준

NMT(북구),

TACS(영) 등
AMPS NTT

TACS
TACS AMPS

2G
지배표준

(=GSM)

GSM DAMPS
GSM
CDMA

PDC
CDMA

GSM
CDMA

CDMA

3G
지배표준

(=WCDMA)

WCDMA WCDMA
CDMA2000

WCDMA
CDMA2000

WCDMA
CDMA2000
TDSCDMA

WCDMA
CDMA2000
Wi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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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은 정부와 국내 기업으로 표준화기구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폐쇄적인 규격이 되었고 해외에서 PDC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 미국은 당초는 표준화기구를 활용하여 DAMPS를 채택했

으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어 시장메커니즘의 힘을 신뢰

하고 IS95 CDMA와 GSM도 도입했지만 규격의 도태는 진행되지 

않았고 국가로서의 규격 표준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들 양국을 

비교하면, 유럽의 규격 표준화 프로세스는 표준화기구와 시장메커

니즘 양쪽의 힘을 표준화과정의 각 국면에서 능숙하게 활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ラチョット 2008, 885-886).

3) 3G 이동통신: 진영 간 이동통신 표준경쟁

3G 이동통신 표준화활동은 1985년 전기통신분야의 국제표

준화기구인 ITU-R을 무대로 검토가 개시되었다. 일본에서는 전파

산업회(ARIB) 주도로 일본 제안의 검토 및 작성, 일원화가 진행되

었고, 1997년 1월 WCDMA방식으로 ITU-R에 제안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에서는 ETSI에서 WCDMA방식 이외에 합계 5개 

방식에 대한 제안이 준비되어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1998년 1월에 

CDMA방식(WCDMA와 TDCDMA)을 선택하기로 결정되었다.

1998년 12월에 ARIB의 WCDMA 제안과 ETSI의 WCDMA 

및 TDCDMA 제안을 조정하기 위해 ITU 외부에 무선 방식으로는 

WCDMA, 핵심망(Core Network)으로는 발전형 GSM 네크워크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3GPP가 설립되었다. 주요 지역표준화기

구 간에 표준사양 개발의 장을 만들어 국제표준을 책정하는 것이 설

립 취지였다. 창설 시의 참가 표준화기구는 ETSI(유럽전기통신표준

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PDC방식이 채택되었다. 동 방식은 무선 인

터페이스는 개방적이지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있어서는 폐쇄

적이었고, 공개성이 결여된 PDC는 좀처럼 보급되지 않았다. 미국

에서는 당초 정부 주도로 1G AMPS를 디지털화한 DAMPS를 채택

했지만, 기존의 통신 사업자에게만 보급되었다. 때문에 미국은 또 

두 가지의 새로운 기술(IS95 CDMA 및 GSM)을 대상으로 면허를 교

부했다. 미국은 2G에서는 국내의 규격 통일을 하지 않았고, 결과

적으로 3개의 규격이 난립하게 되었다.

펑크 외(Funk 외 2001)는 휴대전화산업의 표준화 과정을 분석

함에 있어 정부를 인프라 제조업체를 가진 정부와 갖지 못한 정부 

2종류로 분류한다. 정부에 의한 표준화는 전자 주도로 진행된다. 

인프라 제조업체를 가진 정부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규격

의 보급을 촉진한다. 첫째, 자국・지역의 기업 표준화기구가 책정

한 규격을 채용하고 그곳에서 대규모 수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고, 둘째로, 표준화기구에 개입하여 규격의 공개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1, 2세대에 공히 나타나는 특징이다.

공개성이 있는 규격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인프라를 갖지 못

한 정부의 규격 채택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GSM 표준화 사례를 

보면, 표준화기구(CEPT・GSM 등)를 통해 유럽 각국 정부는 유럽 

기업과 협력하여 GSM 표준화를 신속하게 추진했고, 유럽 차원에

서 동규격을 단일 규격으로 채용하여 대규모 수요 기반을 구축했

다. 나아가 정부는 규격의 공개성을 견지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

하여 역외 국가들이 규격을 도입하기 쉽게 했다. 휴대단말시장에 

있어서는 자유화하여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가격을 저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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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와 3GPP2의 두 개의 기구가 설립된 배경에는 무선 방

식에 있어서의 경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기존의 핵심 망

과의 정합성이 중시되었다는 점이 있다. 이동통신 규격 전반에 걸

친 이들 두 표준화기구 간의 표준 경쟁은 다시 이들 기구를 구성

하고 있는 주요 기업 간 경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선 접속 및 전

송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던 퀄컴과 에릭

슨 간의 충돌이 바로 그것이다. 발단은 퀄컴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CDMA 원천기술 특허를 선택적으로 라이선스할 수도 있다고 

발표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에릭슨이 3G 관련 

자신들의 특허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만 라이선스할 것이라고 공

표하면서 두 기업 간 ‘표준 전쟁’은 불이 붙었다. 그러나 이들 이동

통신 대표 기업들의 속내를 살펴보면, 갈등의 원인이 자사가 보유

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표준화 과정에 좀더 많이 반영하려는 전

략적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두 기업 

간 갈등은 연간 수백 억 달러에 달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장비 시장

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었다.

3G 이동통신을 둘러싼 국가 간, 단체 간, 기업 간의 첨예한 표

준 경쟁은 결국 ITU로 하여금 1999년 11월 5개의 복수 IMT-2000 

표준을 승인하게 만들었다. 이들 표준들은 지금도 각각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기술 규격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3G 이동통신 표준화에 있어서 일본은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파트너십 형성에 성

공했다. 당시 3G에서는 CDMA라는 유력한 규격을 비롯하여 여러 

규격이 있었지만, 파트너십 확립에 성공한 것은 일본의 NTT도코

협회), ARIB(일본전파산업회), TTC(일본정보통신기술위원회), TTA(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T1(미국ANSI-T1위원회)이었고, 이듬해 1999

년에는 중국무선통신표준연구그룹(CWTS)도 참가했다. 또한 이

들 각국의 표준화기구를 통해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도 멤버로 참

가했다. 3GPP에서 규정된 기술규격이 각 지역표준화기구를 통해 

ITU-T 및 ITU-R에 입력되어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구도이다.

한국은 IS-95로 CDMA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으나 유럽과 일

본이 WCDMA 기술로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국제 표준에 대한 기

술의 선점을 위해 WCDMA 기술 개발에 동참하였다. 사실상 1998

년 말에 3GPP가 출발하면서 참여 세력 중에 유럽과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로 중요한 그룹이 되었다.

유럽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3GPP가 설립되어 WCDMA방식

에 대한 검토가 개시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무선방식으

로 퀄컴(Qualcomm)의 CDMA2000, 핵심망으로는 발전형 ANSI-

41 네트워크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3GPP2를 설립하였고, 북

미와 한국을 기반으로 하여 CDMA2000 방식을 표준으로 설정하

였다. 이 3GPP2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에서는 ARIB와 TTC, 한국

에서는 TTA가 참가하였고, 나중에 중국의 CWTS도 참가했다.

3GPP와 3GPP2는 무선방식(무선 접속 및 전송 기술)과 핵심망에 

있어 모두 다르다. 이는 당시 2G 이동통신의 핵심 망으로서 3GPP

를 주도하고 있던 유럽에서는 GSM 네트워크가, 3GPP2를 주도하고 

있던 북미에서는 ANSI-41 네트워크가 이미 보급되어 있었으며, 이

들 자산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핵심망에 대한 투자를 조금이라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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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紀政策研究所 2008, 27-28).

당초 일본이 독자 규격을 제안하자, 유럽은 GSM을 기반으

로 하는 WCDMA를 제안했다. 한편, 미국의 퀄컴이 IS95 CDMA

를 기반으로 하는 CDMA2000을 제안했지만, 에릭슨과 노키아가 

NTT도코모와의 교섭에서 성공하여 NTT도코모가 WCDMA 지지

로 돌아서게 되었다. 또한 적극적으로 아시아지역 통신사업자의 

협력을 촉구하여 CDMA2000을 크게 앞서게 되었다. 이러한 경과

를 통해 일본이 표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3G에서 정부와 기업이 

전략을 전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ラチョット 2008, 887).

III  일본의 이동통신 세대별 확산메커니즘

1. 외압에 의한 확산: 1G TACS

이동통신은 1979년에 일본에서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북유럽에

서 1981년, 미국에서는 1984년에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개시된 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아날로그방식에 의한 통신서비스가 전개되

었고 이를 1G로 칭한다. 선진국에서는 각각 이동통신 연구개발이 

추진되어 각기 다른 기술표준이 채용되었다. 일본은 NTT방식, 미

국은 모토롤라와 AT&T의 AMPS,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도 각각 

독자적인 규격을 채택하였다. 북구는 1969년부터 이동통신을 공

동 개발하여 공통・공개 기술표준 NMT를 채용했다. 한편, NTT방

식은 NTT가 규격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고, 특허를 독점하여 다

른 국가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다.

모가 유럽 기업과 제휴하여 제안한 WCDMA이다. 일본은 독자 규

격으로 개발한 PDC가 실패했다는 판단 하에 유럽과 협력을 모색

했고, 유럽은 그 이전까지 TDMA 기술인 GSM을 2G 규격으로 채

택・확산시켰으며 CDMA 기술로 전환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

기 때문에 협력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3GPP에서의 표준화 결과를 보면, WCDMA 방식 제안은 일본

이 주도하고 유럽이 이에 응한 것으로 일본이 제안한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일본 제안의 승리였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유럽이 응한 배경에는 일본 휴대전화시장에의 진입이

라는 비즈니스 기회를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고도 생각된다. 당시 

일본 휴대전화시장의 성장률은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전

의 2G 휴대전화에서 NTT방식(PDC)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21

표 2. 세대별 이동통신 표준화의 특징

1G, 2G 이동통신 3G 이동통신

추진동력

(driving 
force)

• 기술주도형(technology oriented)
• 이동통신사업자나 제조업체가 최종 

사용자(end user) 수요 결정

• 사용자와 시장의 요구가 주도(market 
oriented)

•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는 최종 

사용자의 대변자로서 활동, 기술적 

수요가 아니라 시장에 반응

설계시점 • 일국 또는 지역의 시점에서 설계

• 일국・지역의 표준이 채용되어 다른 

지역으로 보급 및 확산

• 처음부터 글로벌 시점에서 설계

• 각 지역시장을 횡단하는 글로벌 시장을 

처음부터 의도

거버넌스 • 제조업체 중심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제안

•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업자, 서비스 

프로바이더, 지역표준화기구 등의 협조

위험요소 • 표준화되지 않았을 경우의 리스크가 

큼

• 이른 단계부터 방향 조정이 가능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 연구개발이 가능하며, 

리스크가 작음

확산패턴 • 경쟁 •발견적(heuristic)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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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지국을 증설함으로써 분쟁은 매듭 지워졌다(フクシマ 외 1992, 

270-277).

이처럼 모토롤라와 미국 정부는 TACS를 채용하는 지역을 확

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일본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일본 정부는 

조금씩 양보를 거듭했지만, NTT방식의 우위는 계속되었다. 그러

나 동시에 일본의 제조업체는 해외시장을 잃게 되었다. 1G에서 일

본의 확산패턴은 NTT 독자표준이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가운

데, 강제에 의한 북미표준(TACS) 제한적 확산이라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2.   수렴 없는 경쟁적 확산(diffusion without 

  convergence): 2G PDC

일본은 유럽과 거의 같은 1990년대 전반에 2G 이동통신으로 이행

했다. NTT도코모와 일본의 제조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PDC

방식은 1991년에 규격이 제정되었고, 1993년에 NTT도코모가 서

비스를 개시했다. 1G에서 일본이 독자 방식을 채용한 것은 당시 

선진국에서는 독자 개발이 당연하던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G에서 일본이 독자 규격 PDC를 채용한 것은 거듭되는 

미일 마찰 속에서 미국(모토롤라)의 공세로부터 일본 시장을 지키

기에는 독자 규격이 유효할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1998년에 DDI Cellular가 CDMA One을 채용하기까지 일본

의 2G 휴대전화는 PDC로 통일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구 우정정(현 

총무성)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일본 국내에서의 

규격 통일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었

1G에서는 당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던 모토롤라사

가 일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었다. 모토롤라는 단지 판

로를 확장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일본과의 무역불균형을 

문제시하던 미국 정부를 움직여 일본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

는 전략을 취했다. 미국 정부의 논리는 일본이 자국 방식의 휴대전

화를 우대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미국(모토롤라)의 대일 수출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렸다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대미수

출에 대한 보복관세를 거론하면서 모토롤라의 휴대전화가 팔릴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1986년 MOSS 통신협의의 결과, 자동차전화에 NTT 이외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결정되었다. 교세라(Kyocera)계의 DDI와 도

요타, 일본도로공단계의 IDO가 진입을 표명했다. 1987년에는 일

본의 통신자유화로 진입을 인정받은 제2전전(第二電電)이 NTT방

식으로는 NTT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TACS를 채용하였다. 우

정성이 NTT방식 IDO에 수도권, 중부권을 TACS방식의 DDI에 

관서권을 할당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모토롤라의 단말이 팔리

지 않는 비관세장벽’이라고 비판하자 우정성은 DDI에 수도권 이

외의 동일본을 할당했다. 그러나 1989년 모토롤라가 수도권에서

도 TACS 방식에의 할당을 요구하였고, 미국 정부는 보복관세를 시

사했다. 이에 대해 우정성은 IDO에 수도권에서 일부 TACS 방식

을 운영하게 했다. 1994년 미국 정부는 모토롤라제품만이 답보 상

태에 있다며 보복관세를 시사했다. 그 배경에는 NTT도코모의 우

위가 작용했다. 모토롤라는 IDO에 휴대전화 22.5만대의 매입을 

요구했고, IDO이 할당되어 있던 주파수 중 모토롤라방식을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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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을 구축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은 인프라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고, GSM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럽 기업으로부터 인프라를 

구입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인프라

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 CDMA 도입을 결정하였고, 동시에 한국 기

업이 CDMA 라이선스를 가진 미국 퀄컴으로부터 기술제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섭했다(朴 英元 외 2008, 21-23).

한국 기업은 CDMA 인프라를 국내 생산하면서 퀄컴에 라이선

스료를 지불하고 그 기술을 도입했다. 일견 일본의 PDC 채택과 유

사한 행동패턴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CDMA의 경우 규격의 

폐쇄성이 강해서 표준화 경제의 편익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었

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CDMA를 채택하여 퀄컴이 개발과 양산

을 선도한 기저대역 칩(baseband chip)과 OS를 통해 표준화 경제

의 일부를 향수할 수 있었다. 한국처럼 표준화에 뒤진 국가가 지배

표준이 아닌 규격을 채용할 경우에 완전한 독자 규격보다는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규격이 바람직함을 시사해주고 있

는 사례이다. 그러한 규격을 채택함으로써 자국 기업을 지원하면

서 표준화로부터 발생된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여 자국 기업의 경

쟁력이 충분하게 확보된 시점에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Funk 외 2001).

2G에서 일본과 한국의 확산패턴은 자국 산업의 이익을 중시

하여 경쟁에 의한 대항표준(PDC, CDMA)을 채택하고 이를 확산시

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술 후발국 중국의 경우에는 GSM

과 CDMA가 병존하는 가운데 지배표준(GSM)이 확산되는 발견적 

학습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을 것이다. 또한 해외 기술의 채용을 강요하는 타국의 압력을 회피하

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1G 아날로그 휴대전화에서 미국 정부

로부터 모토롤라 방식의 채용을 강력히 요청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

문이다. 나아가 NTT는 PDC를 해외에 보급시키려고 했지만, 당시의 

NTT법이 NTT의 해외 진출을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결과 일본만 PDC를 채용하게 되었고, 2G 휴

대전화 시장에서 일본은 점차 고립되게 되었다. GSM은 200개 국 이

상에서 채택되었지만, PDC를 사용한 것은 일본뿐이었다.

2G에서 일본이 독자의 규격을 채용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통신산업이 국가의 안전보장

의 근간에 관련된 기간산업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통신기술을 

외국세가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정성=NTT가 일본 독자 규

격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둘째, 통신산업이 통신사업자가 주도하

는 일본 특유의 상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제조업체

는 NTT도코모 등 통신사업자의 요구에 맞춰 단말을 개발・제조하

였고, 직접 판매의 상대는 통신사업자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처럼 

우정성=NTT가 세계표준을 무시한 일본 독자사양의 폐쇄적인 통

신환경을 정비한 결과, 일본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세계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국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 전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기업과는 대조를 이

루고 있다.

한국은 1995년에 CDMA를 채용, 상용화에 성공했는데 이 시

점에서는 GSM, PDC보다 선진적이었다. GSM에서는 표준화를 주

도한 유럽 기업이 선발자의 이득을 활용하여 인프라시장에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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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 채택된 TDSCDMA이다. 이 기술은 중국의 정부계 통신

기술연구기관과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인이 창립한 미국의 통신기

술 벤처기업이 제휴함으로써 탄생했다. 1998년 6월 30일, 중국 최

초의 국제통신표준을 목표로 승산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모집 마감

일에 TDSCDMA를 3G표준으로 ITU에 제안했다고 한다. 중국의 

독자 표준화에 있어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통신기술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볼 때, TDSCDMA는 그다지 위협 요인으로 작

용하지 못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 TDSCDMA추진산업연맹을 

출범시키기 위한 강력한 지원, 주파수 할당, 3G 상용서비스의 라

이선스 발행 타이밍의 조정 등 많은 정책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 정부는 TDSCDMA에 상용화 전망이 선 2009년 1월이 되어 

3G 상용 라이선스 발급을 허가하였다. 중국은 자국 산업 진흥을 

위해 독자 표준 TDSCDMA를 개발하고, 그 상용화가 이루어질 때

까지 다른 표준에 의한 서비스 개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 모바일이 TDSCDMA를 채용했고, 

다른 이동통신사업자 2사는 각각 WCDMA과 CDMA2000을 채용

하였다. 이로써 2000년 ITU에 의해 승인된 세 개의 3G 국제표준 

모두가 동시에 중국에서 채용된 것이다.

중국 공업정보화성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5월까지 3G 이

용자가 전체 6,700만(2G와 3G 전체는 9억), TDSCDMA는 그 중의 

3,000만으로 3G 전체의 44%를 점하고 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

는 중국 한정사용의 TDSCDMA보다, WCDMA와 CDMA2000에 

3.   발견적 학습(heuristic learning)을 통한 기술표준의 확산: 

3G의 사례

일본은 2G에서 3G로의 세대교체를 계기로 세계로부터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관민협조’ 방식으로 글로벌 협업 전략을 전개했다. 

NTT 도코모는 유럽 진영(노키아, 에릭슨 등)과 손잡고 WCDMA 표

준설정에 성공했고, 그 후 솔선하여 신속하게 3G로의 이행을 진행

했다. 현재 WCDMA는 3G 지배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PDC에서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3G 이동통신의 규격 제정에 

있어서 일본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았다. 일본

이 제안한 WCDMA는 유럽의 규격 안에 극히 근접한 것으로 조정 

끝에 최종적으로 3G 표준규격의 하나에 사용되는 무선통신의 규

격이 되어 일본도 이를 채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3G에서는 일본의 

휴대전화 단말 제조업체도 적어도 규격에 있어서는 해외 경쟁업체

에 대한 불리한 조건이 사라지게 되었다. 남은 문제는 후술하는 일

본의 통신기기 제조업체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의존과 국내 시장에 

안존하는 체질이었다.

3G에서 일본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확산패턴을 살펴보면, 일

본은 2G에서의 실패 경험을 거울삼아 고립 회피를 위한 발견적 학

습과정에서 지배표준(WCDMA)의 설정과 확산을 주도했고, 더불

어 일종의 안전판으로서 CDMA2000의 병존을 모색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자주 이노베이션’(自主創新)을 국책의 하나로서 강력

히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시하고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 기

술표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3G 이동통신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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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동통신 기술표준 확산과정에서의 편차: 

  일본 이동통신산업의 ‘갈라파고스화’

표준 규격화된 정보통신기기는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표준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은 제

품의 판매만이 아니라 특허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거대한 이

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지배표준을 획득한 기업의 설비나 단

말이 국제적으로 전개하기 용이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기인하

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국가나 타 기업의 진입 또한 수월해지

기 때문에 기술표준은 양날의 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이 주도

한 WCDMA가 3G 국제표준의 지배표준이 되었지만, 당초의 기대

에 반해 일본의 통신설비와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세계적으로 확산

된 WCDMA망을 살리지 못하고 해외로의 전개에 실패했다. 이와

는 달리 한국과 중국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일본 시장 진출에 성

공했다. 일본의 당초 목표는 적절했지만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

는 표준화를 주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포괄

적 전략과 역량도 중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차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

동통신 기술표준의 확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변수로서 국

내 정보통신 거버넌스 구조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기로 한다. 같은 

시기에 노키아와 선두 경쟁을 전개했던 NTT는 PDC라고 하는 2G 

기술과 i-모드라는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국내에 갇힌 

서비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본의 휴대전화시장이 포화되어감에 

따라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왜 GSM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는 부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TDSCDMA에 대응한 휴대전화 단말의 종

류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중국의 국내통신산업이 큰 성장에도 불

구하고, 해외시장은 WCDMA와 CDMA2000이 표준이기 때문에 

TDSCDMA 기술로 해외 3G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

황이며 중국이 고립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

황은 2G 일본 표준인 PDC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G에서와 마찬가지로 북미 방식의 CDMA2000을 개

발하면서 시장 주도의 자율적 복수 표준을 수용하여 지배표준인 

WCDMA도 채용하였다(조화순 2003). 한국은 2G에서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이를 3G로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않

았고, 지배표준인 유럽의 WCDMA로 전환하는 선택을 했다. 이로

써 ‘종주국’에서마저 외면당하는 CDMA2000는 4G로의 전환을 앞

두고 결국 더 이상의 진화를 포기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배표준(WCDMA)의 확

산, CDMA2000 병존이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나타

나는 확산패턴은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시장 및 기술의 불확실

성 등을 배경으로 한 발견적 학습에 의한 모색이라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자국의 산업 이익을 중시하여 경쟁

에 의한 대항표준(TDSCDMA)의 채택과 확산이라는 특징을 추가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술표준 후발국 중국이 2G에서 일본

(PDC)과 한국(CDMA)이 의존했던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

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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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부품이나 소재 등 ‘핵심기술’에서 우위

를 점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최종 제품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여러 규제 등으로 인해 일본이 

쇄국 상태에 빠지게 되어 독자적인 상품 진화 현상이 발생하는 경

우도 존재한다. 더욱이 세계표준과 일본 내 사정이 판이하다 해도, 

세계표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본 고객만을 상대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갈라파고스화에 위기감을 갖지 않는 점 또한 ‘파라다이스 

쇄국’이라는 용어로 문제시되고 있다(최정락 2010; 丸川知雄 2010; 

丸川知雄 외 2010, 1-14, 47-67).

정보통신분야 ‘파라다이스 쇄국’의 배경에는 이동통신 거버넌

스로서의 NTT패밀리가 존재한다. 휴대전화에 있어서 통신사업자

와 기기제조업자(IT벤더)의 관계는 고정전화 시대의 구조를 계속 

이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전기통신망은 일본전신전화공사(전전공사)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

다. 전화기와 교환기는 니혼덴키(NEC), 오키덴키공업(Oki), 히타

치제작소(Hitachi), 후지츠(Fujitsu) 등 전전공사와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맺어온 IT벤더군, 이른바 ‘패밀리기업’이 제조를 담당했다. 

전전공사가 정하는 사양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성능의 기계를 제조

했다는 점에서 그 실태는 전전공사의 하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전전공사는 패밀리기업에 대해 각 기업이 참가하는 공동연구를 통

해 기술 및 자금 면에서 지원을 하고, 동시에 장기계획에 의거한 

제품개발을 통해 안정된 수요를 제공했다. 또한 이러한 공동연구

에 있어서는 각 부품 간의 호환성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구전전

공사의 리더십 아래 패밀리기업 간의 협력관계도 형성되었다. 이

진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일본의 제조업체가 GSM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규격

의 차이, 라이선스료 지불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했

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일본의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GSM 시장과 

달리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가 유일한 사업모델로

서 확립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높게 유

지하기 위해 고기능 휴대전화만을 판매하려고 했고, 그러한 단말

기의 개발 요구에 일본의 제조업체는 추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결과가 일본 이동통신산업의 ‘갈라파고스화(Galapagos 

Syndrome)’를 초래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갈라파고스제도

에서 발생된 생물의 독자적 진화 또는 도태 현상과 같이 기술이나 

서비스 등이 일본 시장 내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해 결국은 세계표

준과 괴리를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일본 이외에서는 확산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일본 휴대전화의 특이성을 표현하고 있다.6

1990년대부터 일본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갈라파고스화의 

이유는 ① 고도의 니즈에 기초한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일본 내에 

존재하고, ② 일본 밖에서는 일본과 상이한 품질이나 기능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며, ③ 일본 내에서는 독자적인 진화가 이뤄지고, 일

본 외에서는 상이한 니즈가 사실상 표준화된 세계사양이 되어버리

6　 뉴욕타임스가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으로 일본 사

회가 움츠러들면서 세계로부터 고립된 상황을 빗댄 것이었으나 지금은 경제뿐 아

니라 정치・사회현상에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다. 갈라파고스는 스페인어로 거북

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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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있어서의 울타리치기는 심카드 잠금(sim card lock)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기기를 구입한 사람은 특정 사업자

가 제공하는 회선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요금이나 서비스 내용을 보

고 다른 회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카드 잠금이 해제

되어 이용자가 기기와 통신사업자의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기기와 통신은 분리되게 된다. 회선제공자의 입장에

서 보면, 이용자가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각종 서비스를 

부여할 수 있다. 그 결과 ‘가라케’로 칭하는 일본의 휴대전화는 ‘병

리적’으로 고기능・최첨단・고가격화가 진행되었고 일본 이외의 지

역에서는 팔리지 않는 제품이 된 것이다.7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이 바로 IT벤더의 NTT도코모 

의존 체질이다.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세계 규모의 판매망과 브랜드력을 구축한 반면, 일본 기

업은 NTT도코모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뿌리 깊은 문제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유력 IT

벤더가 전전공사와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는 ‘전전패밀리’로서의 

IT벤더군이 형성되어 NEC, Oki, Hitachi, Fujitsu가 그 중심적 존

재로서 중요한 지위를 점했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 연간 약 3조 엔

(1998년도)에 달하는 NTT의 설비투자는 각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기능했으며, IT벤더는 ‘하청’의 위치에 안주해 왔다. NTT의 설비

투자가 2조 엔 아래로 감소한 현재에도 각사는 NTT도코모 의존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의 실패는 그

7　 갈라파고스 휴대전화를 축약하여 ‘가라케’라고 부른다.

러한 패밀리기업 간의 협력관계는 제품개발의 단계에 한정되었으

며,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업 간의 경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根本

光一 1992; 井上照幸 2000).

1978년 가입전화의 적체 해소, 1980년 구전전공사의 자재조

달에 관한 미일 정부 간의 합의, 1985년 구전전공사 민영화와 전

기통신시장에의 경쟁정책 도입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간네트워

크계 대기업 IT벤더와 NTT의 관계는 점차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

로 변모해 갔다. 1990년대 중반에는 인터넷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기능분산형 네트워크가 발전한 결과, 기간네트워크계 정보통신기

기에 대해 네트워크 전체의 설계, 관리의 관점에서 통신사업자가 

사양의 작성에 관여할 필요성이 저하되었다. 한편, 여러 IT벤더가 

다양한 기술력, 창의연구 등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체제가 갖는 이

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각 IT벤더가 제품의 개발 및 공

급을 실시하고, 이를 통신사업자에 판매하는 형태가 정착되었다. 

개략적으로 볼 때 IT벤더와 통신사업자의 관계는 ① 고정적인 관

계에서 유연한 관계로, ② 통신사업자에 의한 방침의 제시에서 다

양한 IT벤더에 의한 다양한 제안이라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総務省情報通信政策研究所 2004, 34-37).

그러나 이동통신 분야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패밀리형 구

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이동통신산업은 NTT도코모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통합체제로 구축되어 있으며, 그러한 체제를 뒷받침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로 고객 울타리치기(enclosure) 경쟁이 있다. 일

본에서는 이동통신 기기와 회선의 결합이 고정적이며 회선제공자

(통신사업자)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통합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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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다르거나 규제에 합치하지 않아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른 역내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기준

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수출대상국 평가기관에

서 인증을 받아야한다. 즉 동아시아 각국의 시장은 국가별로 다른 

기술표준에 의해서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마주 대하고 있다.

기술표준의 상위는 각국이 과거에 채용한 기술의 차이에 의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통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

다. 그렇지만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무역의 활성화를 초

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큰 편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럽 이동통신산업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

아시아 경제통합 또는 공동체 구상을 논의한다고 할 때 기술표준

의 문제를 피해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기술표준

의 통일이 초래하는 편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동통신 기술표준이다.

1990년대 후반 2G 이동통신에서 한중일 3국은 각기 다른 표

준을 채택하였다. 즉 일본은 PDC, 중국은 GSM을 채용한 반면, 한

국은 CDMA를 채용했다. 한중 간에는 CDMA라는 공통분모가 존

재하였으나 일본은 독자 표준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

도 1998년에 IDO와 셀룰러그룹(현 au)이 CDMA를 채용하고, 중

국에서도 2002년에 일부 CDMA가 채용되었지만, 한일에서 사용

하는 주파수의 상위 등으로 인해 CDMA 이용자에 한정해서도 한

중일 간에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통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G 이동통신 시기에 휴대전화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日本経済新聞 2011.11.20, 11).

V  이동통신 표준의 확산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이 글에서는 기존의 확산연구의 성과를 원용하여 첫째, 이동통신 

기술표준에 있어 기술규격의 세대나 표준화의 국면(채택, 확산), 국

가별 산업 발전단계, 기술 진보 등에 따라 다양한 확산패턴이 나타

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나아가 이전 세대에서의 학습이 다

음 세대의 확산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동아시아 기술

표준 후발국의 확산패턴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경향성에 대해 고찰

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확산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어 왔다고 한다면, 그 결과나 확산과정에서의 편차와 그 

원인 등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3G에서 WCDMA를 채택한 일본이 

유럽에서의 전례와는 달리 애초 예상되던 이익을 얻지 못하고 고

립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여기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최근 진행

되고 있는 4G 이동통신 표준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과 확산 동향을 

포함하여 이동통신 표준의 확산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논의에서 갖

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동아시아에서는 활발한 무역과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통합과는 괴리된 

현실이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판매되

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그대로 역내 다른 국가에 가지고 가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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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실현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한 반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무역, 직접투자 등에 있어서는 통합

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표준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 향후 한중일 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기술

무역 장벽 해소 및 3국 간 무역 촉진 방안으로 한중일 표준 협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지

역의 단일 경제권을 구축해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간 표준협력회의와 표준전문가가 참석하는 동북아표준협력

포럼을 통해 표준화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지식경제부 2012.4.30).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3국 정부 간 협력의 성과가 2002년 

이후 장관급 회의로 결실을 맺었고 이후 정기적으로 한중일 ICT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그 가운데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표준 

협력의 강화는 줄곧 주요 의제로 설정되어 왔다. 2G에서는 한중일

이 3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3G, 4G에서는 지배표준으로 유럽 

표준(WCDMA, LTE)이 공통적으로 확산되고는 있지만, 중국의 독

자 표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의 경우와 같은 통일을 지향한 움

직임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향후 

Beyond 4G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기술진화에 따른 하드웨어 호환 

가능성 증대를 배경으로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시장 중국, 최첨단

의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보급되어 있는 일본, 세계적 제조업체를 

보유한 한국이 기술규격에 있어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걸핏하면 기술표준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이용하

는 경향이 강했던 한중일이 정치적인 냉각관계 하에서도 기술표준 

이러한 시기에 일본은 독자노선을 취하면서 세계 시장에 등을 돌

렸고 결과적으로 커다란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이에 대

한 반성으로 3G에서는 NTT도코모와 일본의 제조업체는 적극적으

로 세계적인 기술표준을 지향하여 노키아 등 유럽 기업과 공동으

로 WCDMA라는 새로운 기술표준을 개발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001년부터 이 방식에 의거한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한

국에서도 2004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중국은 휴대전화를 포함해서 여러 산업에서 선진국

의 기술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많은 특허료를 지불해야

만 했다는 (내지는 특허침해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3G 이동통신에서는 독자적인 기술표준을 추진하려고 했

다. 표준특허의 상당 부분을 자국기업이 장악하도록 기술표준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자국기업에 기기의 매상과 특허료 수입 등 커

다란 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독일의 지

멘스(Siemens)가 개발한 3G 이동통신 기술에 주목해서 이를 기반

으로 정부 주도로 독자 규격 TDSCDMA의 표준설정을 추진했고, 

상용화에 성공했다.

동아시아에서 3G의 경우 WCDMA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

이는 시기가 있었으나, 중국의 독자 표준화 움직임이 강화됨으로

써 결국 한중일 통일 규격의 채택은 무산되었다. 한편 4G에서는 

WCDMA에서 진화한 LTE가 지배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중국 독자표준인 TDLTE가 공통분모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ROA Consulting 2012).

현 시점에서 이동통신의 사례는 동아시아가 사실상의 경제통



136 137동아시아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확산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GPP2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2

AMPS 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RIB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CCSA China Communication Standards Association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EPT Conference European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WTS ChinaWirelessTelecommunicationStandardsworking Group

DAMPS Digital Advanced Mobile Phone System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FDD Frequency Division Duplex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IS95 CDMA Interim Standard-95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adio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LTE Long Term Evolution

MOSS Market Oriented Sector Selective

NMT Nordic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PDC Personal Digital Cellular

TDCDMA Time Division Synchronous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TDLTE Time Division Long Term Evolution

TDSCDMA Time Division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C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및 통신정책의 차원에서는 공조를 취하면서 공동체의 아키텍처 구

축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는 결

코 동아시아의 범주에서 자기 완결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유럽의 GSM의 경우처럼 세계적인 확산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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