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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오픈소스”와 그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연철

본 논문은 정보기술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기술혁신의 패턴과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발전은 지리적 한계
를 극복하여 원거리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기술혁신의
패턴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기술혁신의 등장을 촉진했다. 기술혁신의 이런
변화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함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기술혁신은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독점하기 위하여 비밀
유지가 중요했고, 따라서 기술혁신의 모든 과정을 외부의 도움 없이 해결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은 더 좁은 세상과 더 빠른 사회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
였고, 덕분에 기술의 확산은 빨라졌고, 경쟁은 심화되었으며, 새로운 기술혁신
의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기술의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
술혁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과
위험은 오히려 더욱 커지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홀로 모든 과정을 수행하던 과거의 기술혁신 과정
은 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졌다. 이에 기업들은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기술혁신을 이루는 전략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유효한 전략이기에 무제한적인 협업은 불가능
하고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인터넷의 보급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능
성을 가져다 주었다. 리누스 토발즈로부터 시작된 리눅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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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생산 방식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논리적 코드의 집합이
기에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협업과 효율적인 분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발
비용도 매우 낮은 이상적인 기술이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기술혁신
의 모든 과정이 사회화된 소셜 이노베이션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연구대상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크라우드소싱이라는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공동생산과
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개발과정을 이끌어나가는 리더는 최종 목표가 되는 비
전을 제시하고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크라우드소싱을 수행한다. 보통
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전의 기술을 바탕으로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재료인 시드테크가 된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후에 또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재료로 쓰이게 되어 기술혁
신의 연쇄적인 흐름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술혁신에 참여하는 개발
자와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전의 기술과 지식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이질적 네
트워크의 작용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이 전통적인 기술혁신과 크게 다른 점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구성과 그것의 작동 메커니즘에 있다.
본 논문은 리눅스 커널, 우분투, 파이어폭스, 안드로이드, 텍스트큐브, 워드프
레스의 6가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여 성공적인 소셜 이노베이션이 갖
는 공통적인 요인들을 추출했다. 각각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이디어-수행/구현-확산의 세 단계로 나누어 조사했고, 각 단계에서 이
루어진 것과 그 과정에 개입한 요소들을 찾았다. 그 결과, 성공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고유성의 확보, 임계
규모의 확보, 아이디어와 전문성의 자원 확보가 그것이었다.
고유성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다른 경쟁 기술을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 필
요한 조건이다. 다른 기술과 우월적으로 차별화되는 고유성을 갖고 있지 않으
면 생존할 수 없다. 이런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소송의 위험성을 제거
하고, 적절한 라이선스 전략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임계규
모의 확보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양적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사전에 목표
했던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크라우드소싱이 필요하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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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완성된 기술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어떤 임계규모 이상의 사용자 집단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와 전문성의 자원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질적
차원의 측면이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핵심 전문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자원이다.
양적, 질적 자원 모두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소셜 이
노베이션은 성공하기 어렵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소스코드만을 공개하는 수준에만 머무르
지 않는다. 대중의 지식을 모아서 만든 위키피디어의 사례처럼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얻어진 어떤 “소스”가 충분히 모인다면 그것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소스의 집합은 “소셜 소스”로서 기능한다. 이것은 집
단지성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생명공학 연구에 기여할 수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
이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소셜 소스와 그것의 활용은 앞으로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최근 거대한 성공을 거둔 구글, 애플, 삼
성전자와 같은 기술기업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결과
물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경제적, 사회적 차원 모두에
서 소셜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고,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정보기술의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위험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결과물은 플랫폼을 형성하여
기술의 영속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 결과, 흔히 승자독식이라고
부르는 독점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 승자독식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이것
은 오히려 새로운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소셜
이노베이션의 결과물은 창조적 파괴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파괴의 속도가 매
우 빠를 경우, 이는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소셜 이노베이션
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 기술혁신, 소셜 이노베이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크라우드소싱, 소셜
소스, 리눅스, 안드로이드, 우분투, 파이어폭스, 워드프레스
학번 : 2002-3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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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Apple Inc.) 사이에서 벌어진 특허 분쟁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고 널리 알려진 기업들이 유례가 없었
던 엄청난 규모의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쟁에 큰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내에는 특별한 관심이 부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두 거대 기업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은 스마트폰(Smart Phone)을
둘러싼 지적 재산권의 충돌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애플의 독자적인 공로이다. 아이폰(iPhone)이
출시됨으로써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만들어졌고, 아이폰의 형태가 스마트
폰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그렇기에 안드로이드(Android)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모든 제조사는 후발주자인 셈이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애플을
위협하는 정도로 성장했고,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따라서 양사의 법적
분쟁은 삼성에 대한 애플의 견제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두 기업이 다툼을 벌이는 이유는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라는 점
이외에도 운영체제의 관점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아이폰은 iOS를 사용하는 유
일한 스마트폰이고, 삼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제조회사의 대표
라 할 수 있다. 즉, 양사의 다툼은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둘러싼 두 가지 운영체
제의 대결로 이해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운영체제를 만들어 낸 경험도 부족하고, 당시 기
준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도 아닌 삼성전자가 어떻게 애플이라는 선두기업
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만약 삼성이 애플을 위협할 만큼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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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법적 다툼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 분쟁의 규모가 거대하다는 것은 삼성의 성공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의미
도 담겨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에 삼성은 모바일폰 분야의 세계적 강자이긴 했지
만 노키아(Nokia)라는 절대 강자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당시 노키아는 스마트폰
으로의 전환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임을 예측하고 자체적인 운영체제를 준비
했고, 그것이 바로 심비안(Symbian)이었다. 그러나 심비안의 성능은 그다지 뛰
어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운영체제가 작동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그
다지 큰 차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다. 그
런 와중에 아이폰은 전혀 새로운 형태로 등장했고, 기존의 제품과는 확연히 다
른 기능을 선보였다. 숫자버튼을 없애버린 큰 화면, 터치스크린, 인터넷 연결,
앱마켓 등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이 어떤 것인가를 기존과 완전히 다르게 정의했
고 사람들은 그런 애플의 의도에 동의하고 열광했다. 스마트폰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졌다.
아이폰의 등장처럼 갑작스러운 시장변화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 아이폰은 유
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성공을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Steve Jobs)는 위대한 경영자의 지위에 올랐다. 반면 다른 기업들에게는 예측하
지 못한 자연재해와도 같은 급작스러운 위기였다. 노키아는 자신들이 이미 갖
고 있던 심비안이라는 운영체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아이폰의 운영체제를 따라
잡기 어려웠고, 심비안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기에
심비안이 오히려 혁신의 장애물처럼 되어 버렸다. 반면 삼성은 독자적인 스마
트폰 운영체제가 없었다. 운영체제를 만드는 작업은 오랜 경험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
능했다. 따라서 삼성은 외부의 자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동원된 것
이 윈도 모바일을 이용한 옴니아(Omnia) 시리즈였다. 그러나 옴니아는 성공하
지 못했고 이후에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갤럭시(Galaxy) 시리즈를 출시하고서야
본격적인 스마트폰 경쟁에 뛰어들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이 안드로이드라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활용한 점
이다. 안드로이드는 삼성이 만든 운영체제가 아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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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였다. 당시 기준
으로, 애플의 운영체제에 비하면 성능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큰 가능성을 가진
운영체제였고, 애플의 것을 제외하고 그나마 가장 나은 운영체제였다. 삼성은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여 제법 나쁘지 않은 제품을 출시했고, 시장에서 선두주자
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했다.
애플의 운영체제는 오직 애플만 사용한다.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 덕분에 삼성이 늦지 않은 시간에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여 추격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애플이 이룩한 기술혁신과 삼성이 이룩한 기술
혁신은 그 형태가 전혀 다르다. 애플은 모든 작업을 스스로 비밀리에 추진했지
만, 삼성의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라는 외부의 지적 재산과 자신들이 보유한
제조능력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
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개발
에 참여할 수 있고, 일정한 규정만 지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을 이용
하여 얼마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가는 전적으로 사용하는 주체의 능력에
달린 문제이다.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이 다수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삼성이 그 기업들보다 거대한 성공한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한다.
안드로이드로 대표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기술개발의 새로운 형태를 보
여준다. 과거 기술개발의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은밀히 이루어졌고, 이는 기업
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보안 사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과정
은 내부적으로만 알려졌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공개되고 공유된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하기 때
문에 누가 만들고 있다고 명백히 정의하기도 어려운 집단 창작의 방법으로 기
술이 만들어지고, 누가 얼만큼 어느 부분을 만들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산과정은 전통적인 기술혁신의 절차에 비추어보
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개발의 결과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덕분에 삼
성은 애플에 필적하는 경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반대로 안드로이드 역
시 애플의 운영체제와 경쟁하는 강력한 운영체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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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 새로운 기술혁신의 효과이며, 그 효과의 영향력이 무척 거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같은 공개와 공유, 그리고 집단적 개발
을 통한 새로운 기술혁신의 방법은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새로운 기술혁신의 방법을 소셜 이노베이션(Social Innovation)
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소셜
이노베이션이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사회화된 기술혁신의 방법
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발
생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소셜 이노베이션이란 본 연구에서 새
롭게 만들어낸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이름이다. 현 시대에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소셜 이
노베이션이라는 현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례
를 통해 일반화하는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이다.

2절

기존연구 검토

기술 및 기술혁신을 다루고 있는 사회과학의 영역은 다양하다. 하지만, 대체
로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및 인류학이 주로 기술과 기술혁신을 다루
고 있는 편이다. 여기에서 이런 연구들은 전통적인 학제 구분을 그대로 사용하
여 기존 연구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하다는 측면에서 편리할지 모르지만, 연구
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기계적이라는 문제가 있고, 일부 경영
학과 행정학 분야를 제외하면 연구 내용이 복합적이기에 전통적인 분과학문의
구분 기준은 기존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과 기술혁신을 다루었던 기존 연구들을 연구의 내
용을 기준으로 구분을 시도해 보고자 하며, 그 구분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이
다. 사회경제적 연구, 기업 혹은 기술 사례 연구, 사회문화 및 변동론적 연구,
마지막으로 사용자 참여혁신 연구와 과학기술학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사회경제적 연구는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선도적인 연구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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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페터주의자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의 연구를 포함하여 행정학적인 연구들도
이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둘째, 기업 사례 연구는 기술혁신에 성공 혹은 실
패했던 여러 기업들의 성공 및 실패 요인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했던 연구들이나,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그것이 만들어져 확산되는 과정을 분
석한 연구들을 의미한다. 이들 연구는 주로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하나로 묶일
수 있다. 세 번째 사회문화 및 변동론적 연구는 주로 전통적인 사회학에서 기
술을 다루었던 분야가 포함된다. 기술의 등장과 확산을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연구들은 기술과 거시적 사회변화에 큰
관심을 둔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참여혁신 연구와 과학기술학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부상한 학문분야로서 이 분야가 가진 다른 학문분과와 차별성은 구성주
의라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술과 기술혁신을 구성론적인 시각에
서 포착한 연구들을 제시한다.

1. 사회경제적 연구와 국가혁신체제
슘페터는 기술을 중요하게 다룬 고전 경제학자이다. 기술이 경제에서 담당하
는 역할을 다루고 그것을 중요하게 분석한 경제학자는 많았지만, 그가 다른 고
전 경제학자와 다른 점은 그는 기술을 단순히 경제의 외부변수로만 취급한 것
이 아니라 기술의 변화 그 자체를 중요하게 다루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술
이 등장하기 위한 조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데에 있다.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그의 업적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가 기술의 발전과 진화를
경제의 거시 주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기술혁신
의 개념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파악했으며,
마지막으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개념을 고안한 것이다.
일단, 여기서 혁신(Innovation)과 창안(Invention)을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창안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 없던 기술이나 제품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모두 창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혁신은 보다 넒은 개념으로
서 창안이 확산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창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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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경쟁력 강화와 관련이 없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진 것만을 지칭
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널리 퍼져 많이 쓰이고 이전 것을 대체하고 과거와
는 다른 가치를 창조해냈다면 그때는 혁신이 된다. 따라서 혁신은 창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고려해야 할 유사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젠(Kaizen)이다. 카이젠은 연속적이고 끊임없
는 개선을 뜻한다. 한번 확립된 기술을 조금씩 조금씩 더 낫게 만들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슘페터로 돌아와서, 우선 그는 혁신을 기술에만 한정하여 정의하지 않
았다. 그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도입을 중요하게 취급했지만, 그것만이 혁신
의 전부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혁신을 신기술뿐만 아니라 비용의 관점으로 확
대시켰다. 그에게 있어 혁신은 한계비용을 줄이거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기
술 이외의 요인들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Schumpeter 1939, 63).
또한, 그는 새로운 기업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기존에 성공한 기업들은 현
재 아무런 문제없이 기업 활동을 잘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나 발전에 큰 관심이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은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며, 그들이 활발히 활동할수록 새로운 기술의 진화가 빨리 일어나
게 된다는 관점이다(Schumpeter 1939, 69). 어떠한 기업도 영원할 수 없으며, 그
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은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기술과 기업이 진화하게 되는 과정이다(Schumpeter 1939, 70). 이와
관련하여 그는 새로운 인물의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이 혁신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기술이 이전의 기술보다 새롭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하
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성공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새로운 기술이 확
산되고 기술이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을 세우고 이끌어나가는 리
더의 비전과 역할은 기술과 기업의 진화 과정에서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된다.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이런 점들을 일찍이 지적한 것은 슘페터의 탁견임
이 분명하다.
기술의 진화와 관련하여 그는 실제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는 약 50~60년을 단위로 반복되는 콘트라티에프(Kondratiev) 주기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기술의 진화를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19세기 초반의 주기는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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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술이 산업을 선도하였고, 19세기 후반의 주기는 철도기술이 산업을
주도하였음을 예증하였다(Schumpeter 1939, chap. 6–7). 즉, 경제에 순환하는 주기
를 가정하고 이에 따라 각 주기를 선도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기술의
진화를 이해하는 분석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
다(Schumpeter 1950). 그에 따르면 창조적 파괴란 “부단히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끊임없이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이는 “자본주의에 관해서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Schumpeter 1950, 132).
기존의 기술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리더십으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경쟁에서 새로운 기업이 승리한다면 과거의 낡은 것은 파괴되
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
반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새로운 기업이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전히 과거
의 기술과 산업이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며 이는 기술과 자본주의
의 진화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발전하지 못한 것이 된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슘페터는 기술혁신을 경제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사회적인 것으로 가져왔다. 기
술혁신을 경제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경제
적 영역에 한정해서만 해석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절반의 설명에만 그치고 만다.
따라서 그것의 영향은 사회 전반적인 것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슘페터는 그
연결고리를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에서 찾았고, 이것을 사회의 운영원리와 결합
했다. 기술혁신에 대한 그의 주장이 현대 사회에서의 기술과는 정확히 부합한
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그의 견해는 여전히 유효하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은 후에 경영학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대표적
으로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은 기존에 성공한 기업들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 기업들이 바로 이런 파괴를 수반하는 새로운 기술에 적
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Christensen 1997). 이
를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의 기
술이 유지되면서 발전하는 존속성 기술과, 기존의 기술을 파괴적으로 대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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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전하는 와해성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한 혁신전략
을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성공한 거대 기업들은 와해성 기
술에 대한 혁신을 시도하면 자신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과거의 기술이
파괴되는 문제에 당황하여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
슘페터의 핵심적인 공헌은 경제의 발전 및 진화는 기술혁신과 같은 무언가
새로운 것에서 나온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Winter 2006; Hanusch & Pyka 2006).
이후 슘페터의 이러한 관점을 이어받은 많은 학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했다. 흔히 신-슘페터주의자(Neo-Schumpeterian)라고 불리는 일련의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기술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술혁신을 위한 여러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탐색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Nelson 1993; Nelson & Winter 1982; Freeman 1974; Freeman 1991; Dosi 1988).
이들의 연구관심은 기술혁신을 위한 사회적 조건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학
문영역에서도 경제학을 넘어서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혁신체제(Innovation System)이라는 불리는 거시적 연구들이 크게 각광받았다.
혁신체제를 국가 단위로 확장한 것이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널리 수행된 바 있다. 기술혁신이 거시적 차원에서 국
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이들은 기술혁신을
국가정책의 관점에서 취급하고 있다(Lundvall 1992; Godin 2009; Nelson 1993).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우선, 성공적인 국가혁신체제를 구현한 나라들의 배경
과 그들이 실시한 정책들에 대한 사례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
에 살펴볼 기업사례 연구들과 동일한 방식의 연구들로서 단지 대상이 기업에서
국가로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 간 비교
가 가능하다는 점이다(Borrus et al. 2003).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특정 분야의 정
책이 기술혁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얻을 수 있
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지향하는 바는 성공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적 함의를 유추하여 이
를 기술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슘페터의 선구적인 연구와 그의 계승자들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기술의 중
요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큰 공헌을 했다. 슘페터는 거시적 관점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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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역사적으로 파악했고, 이후 계승자들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적 차원, 그리고 국제적 질서의 영역까지 확대시켜
기술의 역할과 혁신체제를 연구했다. 이들의 연구는 기술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평가했다는 점과 그것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기본
적으로 거시적인 연구가 가진 일반적인 한계점이다. 슘페터와 그에 영향을 받
은 흐름은 기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냈지만 그 접
근법은 매우 거시적인 관점을 취했다. 거시적 관점은 큰 흐름과 종합적인 인식
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개별 기술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문제
가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한 접근법이 가진 기본
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을 탓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것은 연구자의 선
택의 문제일 뿐 치명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두 번째 문제는 분석의 시야가 아니라 연구대상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기술
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뿐 그것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기술에 관
심을 가진 중요한 이유는 기술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기술이 사회에 미
친 거시적 효과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
한 것은 연구를 위한 도구적 차원이지 기술 그 자체가 대한 관심은 반쪽 짜리
에 불과했다. 이는 슘페터의 관점에 영향을 받은 혁신체제론 연구자들도 마찬
가지이다. 그들은 슘페터와 달리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과 제도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기술이 총체적인 사회에 미친 영향을
확대시켜 분석했다는 공로가 있다. 그러나 역시 이때에도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슘페터에 비해 더 높아지지 않았다. 개별 기술혁신의 특성보다 기술혁
신 일반성에 주목하여 기술혁신을 어떤 포장된 완성품으로 취급하였고, 그 완
성품을 더 잘 만들기 위한 사회적 조건들을 탐색하고, 그 영향을 측정하고, 다
른 기업과 국가별로 그것을 비교했다. 이것은 그들이 거시적 연구 방법을 선택
함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연구대상에서 기술
의 차지하는 위상의 문제다.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최우선 순위 규명대상은 기
술혁신이 아니라 그 주변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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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혁신과 기업의 사례연구
기술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
들이 갖는 장점은 기술혁신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연구들은 대체로 사례연구들인데, 성공 혹은 실패한
기술이나 기업을 직접적인 분석대상으로 삼고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
인들을 찾아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이 연구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기술혁신의 사
례들을 집합적으로 다루어 그 사례들의 일반적 과정 및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
이고, 둘째는 실제 기업들의 사례들만 분석한 연구가 그것이다. 반드시 그렇다
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자는 보통 기술혁신 그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것이고, 후자는 기술혁신의 주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연구이다.
우선 기술혁신을 집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자. 기술혁신에 대한 일
반적인 이해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애주기(Life Cycle)적 관점이다. 기술
혁신도 일반 제품처럼 탄생의 순간에서 사라지기까지 일련의 정형화된 패턴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 기본 가정이다. 기술과 혁신의 생애주기에 대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배적 설계(Dominant Design)의 단계를 중요하게 인정하는
연구(Tushuman & Murmann 1998), 거시적인 기술궤적에 대한 연구(Dosi 1982),
제품혁신이

공정혁신에

비해

시간적으로

우선한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

(Utterback & Abernathy 1975), 제품의 생애주기에 따른 기술혁신이 발생하는 빈
도의 패턴에 대한 연구(Foster 1986), 그 외 생애주기를 ‘도입-성장-성숙-퇴보’나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분류한 연구들(Ford & Ryan 1981; Haupt et al. 2007; Kim
2003)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여러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과정들 혹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들을 유형화
한 것으로 일반성과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
다.
어떠한 기술혁신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패턴이 존재하는 것을 밝
혀낸 것은 마치 자연과학의 물리법칙을 발견한 것만큼 대단한 연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은 현재 어떤 특정 기술이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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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앞으로 그 기술이 변화될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실용
적인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패턴만으로는
특정 기술혁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특별한 요인들 혹은 더 작은 요인들에 밝혀
내기 어렵다. 생애주기라는 것은 기술혁신의 빈도 및 확산의 정도에 대한 정보
를 알려줄 뿐, 기술 그 자체의 성공요인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다룰 것은 기업의 사례연구이다. 기업들은 보통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기술혁신을 도모한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성공
이 어떻게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중요 관심 대상이 된다. 어떤 기업은
기술혁신에 성공했지만 어떤 기업은 실패한다.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유발하는
지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이자 학술적 연구의 주요 대상이다.
최근에 성공한 거대 기업들은 대부분 첨단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하이테크
(High-Tech)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로
급진적인 기술의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급진적
인 기술혁신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이
것이 바로 기술혁신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게 되었다.
이 연구들은 해당 기업이 기술혁신을 성공한 스토리를 밝히고 그것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에 주된 관심이 있다. 이런 관
점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인상적인 사례가 바로 복사기 업체인 제록스
(Xerox Corporation)의 이야기일 것이다(D. Smith 1988; Hiltzik 1999; Chesbrough
2002a; Chesbrough 2002b). 1970년대 제록스는 자신들의 연구소에서 레이저 프린
터(Laser Printer), 이더넷(Ethernet), GUI(Graphic User Interface) 등 위대한 발명품
들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제록스로부터 분사
한 여러 기업들의 성공을 도와주는 데만 그치고 말았다. 이 유명한 사례는 새
로운 기술을 생산하는 방법과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모두에 큰 영감을 주었
다.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연구는 최근 부상한 거대기술기업을 다룬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구글의 성공을 분석한 연구(Girard 2009; Steiber 2014)나,
삼성전자를 다룬 연구(손욱 2013; 신용인 2009)들이 있다. 이런 분석을 다룬 것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단연 애플이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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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신화적 경영자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다. 따라서 애플의
성공을 다룬 분석은 매우 많다(Cruikshank 2005; 천만봉 2011; Segall 2012;
Lashinsky 2012). 특히 애플의 성공을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적인 경영인을 중심
으로 파악하려는 관점(Young & Simon 2006; Gallo 2011; Elliot 2011)도 함께 존재
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애플이라는 기업의 성공 과정에는 스티브 잡스라는 인
물이 보여준 강렬한 카리스마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이 다른 기업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사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애
플이 타 기업이 따라 해야 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이병
주 2012).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성공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술 그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점은 분명 거시
적인 연구에서는 다룰 수 없는 귀중한 분석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 기
업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 사례연구들은 두 가지의 한계를 갖고 있다. 하나는 사례들의 개
별적 차이가 커서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어떤 기업은 기술혁
신에 성공하지만 어떤 기업은 실패하는지를 동일한 원인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보유한 기술
과 지식이 다르고, 목표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의 성공사례가 다른 곳
에 이식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통의 요인을 추출해야만 하지만 그것 자체가 쉽
지 않다. 예를 들어, 일본기업의 조직적 요인이 성공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하
더라도 일본기업의 조직문화를 이식한다는 것은 일본기업이 아니라면 거의 불
가능하다.
두 번째 문제는 사례의 분석이 사후적이라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분석이 사후적이라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무언가
를 조사한다는 것은 그것의 발생이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례의 성공을 특정 요인 하나로 과도하게 일반
화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대부분 어떤 특정 요인 하나에 압도된 경우에 발생하
는데 이에 대한 가장 손쉬운 사례는 바로 애플의 성공은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
하나로 환원시켜버리는 설명들이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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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자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연구의 문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사
례연구 일반의 문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 사례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개별 사례를 다룬다는 점에서 미시적인(Micro)
연구이다. 거시적(Macro) 연구와 미시적 연구는 모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
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기술혁신 일반적 생애주기는 개별 기술혁신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없고, 단일 사례연구는 확장성이 없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중간의(Meso) 시야가 필요하다. 어떤 개별 사례만을 다룬 것은 아
니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루는 것도 아닌 어떤 특정한 그룹을 설정하고 그
것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비슷한 기술적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사례들을 묶어서 본다든지, 혹은 규모나 문화가 비슷한 기업들의 사례를 한데
모으는 일종의 클러스터(Cluster)를 설정하여 그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볼 수
있다. 이런 중간적인 방식은 기술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되, 그것을 다음
의 시도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확장성을 가진 어떤 지침으로 뽑아
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3. 기술결정론과 변동론적 연구
사회학에서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일찍부터 거론한 사람은 단연 오그번
(William Ogburn)이다. 그는 새로운 발명으로 사회는 진화하는데, 이와 관련한
여러 사회적 제도나 문화 등 비-물질적인 부분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에
서 문화지체(Cultural Lag)라는 불리는 사회의 불균질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Ogburn 1952). 기술을 문화와 연결하여 분석했다는 점은 오그번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술을 사회변화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상정함으로
써 기술결정론으로 귀결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이후 사회
학에서 오랫동안 기술결정론은 사회학에서 기술을 다루는 기본적인 시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기술결정론이 편협한 관점이라는 비판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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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오그번이 관찰
한 문화지체라는 현상은 고전적이고 상식적인 관찰이라서 최근에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화지체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며, 그 중요성은 현대에서도 결코 작지 않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
전은 그에 걸맞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속도이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는 필연적인 뒤처짐을 발생시키고, 이런
뒤처짐은 사회적 격차로 드러난다. 이것은 오그번이 지적한 문화지체의 현대적
발현이고, 그 근본적 속성은 여전히 오그번의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오그번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적응 시간의 간극을 지적했고 그것을 지체라고 표현했지만,
현대에서는 그것이 격차로서 드러날 뿐이고, 중요한 점은 이것에 기술이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의 일반적인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그번의 선구적인 연구는 현대에 새롭게 부활할 잠재력이 있다.
사회학에서 사회변화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론은 언제
나 사회학의 주류였다. 하지만, 기술이 사회변동을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 중 하
나로 인정되면서 기술결정론은 더욱 강화되었다.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를
구분한 다니엘 벨(Daniel Bell)이나(Bell 1973), 기술의 발전 단계에 따라 문명을
3단계로 나눈 토플러(Alvin Toffler)의 연구(Toffler 1980) 모두 새로운 기술시스템
의 변화를 사회변동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에 따르면, 정보기술시스템
은 이전과 다른 생산방식과 소비방식 및 문화적 패턴이 발전한 것이며, 이는
이전과 질적으로 변화한 사회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시대에 발생한 거대한 변화를 특정 기술의 효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
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중세시대에 등자가 가져온 변화를 다룬 화이트
(Lynn White Jr.)의 연구이다(White 1964). 그는 등자가 발명됨으로써 말 위에서
무기를 다루는 기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등자가 중
세시대에 큰 영향을 가져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등자뿐만 아니라 쟁기 및 다른
동력장치들도 중요하게 분석했지만, 그의 연구가 특정 개별 기술이 사회의 변
화를 선도한다는 기술결정론의 전형임에는 변함이 없다.
서구의 근대를 다루는 일반적인 연구들에서 산업혁명을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다루는 것 역시 기술이 사회의 변화를 선도함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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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수백 년 전의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이다. 인
터넷이 가져온 삶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사회변화에 대한 기술의 시간적 우선성
을 무시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엘륄(Jacques Ellul)은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자
율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어떤 우선성을 중요하게 인식했다(Ellul 1964).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기술을 다루는 연구들은 기술을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문제는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이다. 그 영향력을 과도하게 해석하면 기술결정론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그 영향력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사회변인의 중요한 요인을 무
시하게 되는 셈이다. 과학기술학 같은 최근의 흐름은 기술결정론을 비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기술결정론
은 편협한 과거의 이론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결정론이 가진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다.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
정할 수 없다. 물론 그 기술도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 사회 속에서 만들어
진 것 역시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양방향의 관계를 기술결정론이 모두 설명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한계이고, 그렇기에 반쪽 짜리 이론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양방향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설명하는 통합적인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를 언급하는 일반론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기술과 사회의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접근은
오히려 양방향의 관계를 따로 분리해서 고려하는 것이다. 기술이 사회에 미치
는 영향과 사회 속에서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다. 이렇게 하면 전자는 기술결정론에 해당하고, 후자는 기술혁신을 다루는 연
구가 된다. 이 두 가지의 연구가 분리되는 것이 통합적인 시각을 얻는데 불리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공진화라는 일반론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기술결정론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기술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을 구체적이고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스마트폰
이 등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삶은 큰 변화를 경험했다. 그것은 거시적 수준의
사회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이라는 미시적 영역까지 모두 해당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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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기술의 영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당 기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하는 기술혁신에 대
한 연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 기술혁
신의 과정의 구체적인 흐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 연구의 지향이다.

4. 과학기술학 연구와 사용자 참여혁신 연구
기술결정론은 사회학에서 기술을 다루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이었지만 사회에
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루는 사회학이 기술을 사회 외적 요인으로 취급하
는 것은 사회학적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기술도 역시 사회
의 일부분으로써 그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 것
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기술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추구하는 과학기술학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결정론은 타파되어야 할 우선적 장애물이었다. 기술에 대한
탈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기술결정론은 과학기술학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
기 때문이다.
기술이 탈사회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비판하는 과학기술학의 대표적인 연구
는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 전략이나, 특정 기술 이면에 숨어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보여주어 기술이 사회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기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방법이다(Winner 1980; MacKenzie & Wajcman 1985). 이들의 연
구는 기술이라는 것이 가치중립적인 것도 아니며 때로는 특정 정치적 입장과
손쉽게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과학기술의 이면에 숨어있는 성적 차
이 및 차별을 다룬 페미니즘적인 접근(오조영란 & 홍성욱 1993; 윤정로 2000,
chap. 9–13; Wertheim 1995)은 과학과 기술의 이면에 숨은 특정한 가치와 지향을
밝혀 과학과 기술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했다. 또한 기술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계급적 이해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다는 연구(Noble 1979)나, 냉장고 기술의 선
택을 둘러싼 기술시스템의 경쟁관계를 다룬 연구(Cowan 1983) 등 특정 기술이
선택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사회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역시 중요한 공로이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하고 과학기술이 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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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역시도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처럼 사회적 관점
에서 분석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
앞서 다룬 것처럼 변동론은 거시적 관점에서 기술결정론의 입장을 취했지만,
보다 작은 규모에서의 변화를 다루는 기술결정론도 있었다. 동력장치로서 스노
우모빌(Snowmobile)이 등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일어난 변화를 추적한 연구
(Pelto 1973)가 대표적이다. 이런 연구는 특정 기술의 사회에 도입됨으로써 일어
난 변화에 주목했지만 과학기술학은 정확하게 그 반대 방향에 주목했다. 사회
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기술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추적하는 방식이 바로 그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는 단연 자전거의 형태에 대한
연구이다(Bijker 1997). 바이커(Wiebe Bijker)는 과거에 여러 가지 형태가 경쟁하
던 자전거가 왜 지금 일반적인 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이 유형으로 통일되었는
지를 관련 집단들의 협상과정으로 설명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소수의
열광적 집단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서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배적 설계가
등장해야 가능한 것이 보통인데, 바이커는 이 지배적 설계가 왜 이 형태가 되
었는지를 시장관계적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와 설계자와의 이해갈등과 그것이
해소되는 변증법적 관계로 파악했다.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기술이 만들어
지는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밝혔기 때문이 아니라 그전까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했기 때문이다.
바이커의 연구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기술의 등장과 변화를 설명한 대표적
인 연구이다. 이와 더불어 어떤 항공기 제작 프로젝트의 실패를 연구(Law &
Callon 1992)한 것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널리 알려진 연구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해당 기술을 둘러싼 관련 사회집단을 찾아내고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
는 관계를 분석하여 그들의 요구와 기술적 해석의 협상 과정을 통해 기술의 변
화를 설명한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이라는 일반적인 분석의 방법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방법
론적인 원칙이다. 개별 기술 사례 하나하나마다 관련 사회집단을 발굴하고 이
들 사이의 역학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구성주의적 접근의 핵심인데, 이것은
기술마다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축적한다 하더라도 관련 사회집단
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규칙을 찾기 어렵다. 바로 이런 점을 랭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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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Langdon Winner)는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사회적, 기술적 패턴에 대한 총제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Winner 1993, 375).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구성주의적 연구로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흐름은 행
위자-연결망 이론이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라투르(Bruno Lature)의 선구적인
연구로부터 시작한 이론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구성주의적 설명을 네트워크
이론과 결합한 연구방법론이다(Latour 1987; Latour 2005a).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중요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번역(Translation)이라는 절
차이고, 둘째는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의 역할에 대한 입장이다. 먼
저 번역이라는 과정은 행위자가 외부의 것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특별한 절차를
의미하는데,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는 이것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문
제, 관심, 등록, 동원의 네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Callon 1999; S. Brown &
Capdevila 1999). 이것은 일종의 해석의 절차인데, 위에서 언급한 자전거의 형태
에 대한 연구도 이 절차를 따르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자전거의 속성이 무
엇인가를 질문하고(문제),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환기시키고(관심), 이
제 문제해결의 답을 구체적인 어떤 기능구현으로 환원하고(등록), 구현된 기능
을 널리 보급하여 다른 관련 집단도 끌어들이는(동원)의 과정이 그러하다. 이
절차는 해석적 유연성(Collins 1981)이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한층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발전된 것이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이 가진 중요한 두 번째 주제는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과감한 해석에 있다. 기존의 사회과학은 인간만을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
해왔다. 인간만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으며, 역사라는 것을 인간이 외부에 객관
적으로 존재하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의지를 구현시키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부수적으로 다루어
지던 비-인간 요소를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행위자로 간주하는 모험적인 시도
를 했다(Latour 2005b; Law 1999).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진정한 행위자란 인
간도 비-인간 요소도 아닌 네트워크 그 자체이다(홍성욱 2010). 어떤 결과라는
것은 인간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현하는 과정으로 도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자와 그를 둘러싼 주변의 비-인간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그것의 작용으로서 결과가 등장한다는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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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입장이다. 여기에서 비-인간 행위자나 인간 행위자는 그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거나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고 실제로 네트
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작용과 위치에 따라 중요성과 영향력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 상 유일한 행위자는 네트워크 그 자체이고, 모든 결과는 네트워
크의 효과로 등장한다. 이 과정에 어떤 주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크게 반영되기
는 어렵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가장 큰 비판 지점은 강한 상대주의적 입장이다. 행위
자-연결망 이론은 각 행위자들을 선별하여 나열하고 그 각각이 번역이라는 과
정을 거친다. 여기서 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각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이루
어지는 상대주의적 해석이다. 이것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필연성
을 부여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대주의적 해석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결국 인식론적 차원에서 “실험자의 회귀(Experimenter’s Regress)”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Collins & Yearley 1992; Collins & Pinch 1993, chap.
5).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또 다른 문제는 인류학적인 미시적 연구에는 적합하
지만, 거시적 연구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질적 방법론으로 분석해야만 하기에 연구대상의 규모에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로 인해 자전거 연구처럼 어느 하나의 기술
을 추적 연구하는 데에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이보다 더 복잡하거나 거대한 기
술들의 복합체를 다룰 때에는 분석해야 할 네트워크의 규모가 너무 커져 사실
상 분석이 불가능해진다. 거대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통계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지만, “해석”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그런 방법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다.
과학기술학 분야가 다른 분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성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성주의가 사회과학에 등장한 것은 오래 전
일이지만(Berger & Luckmann 1990), 스스로를 구성주의라고 명명한 연구분과나
집단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기술학은 그런 시도를 주저하지 않았고, 사회
적 구성이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었다. 구성주의는 설명의 잠재력의
매우 높다는 점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과학기
술학은 “해석”의 과정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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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수준에까지 나아가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어떤 해석에 대한 필
연성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구성주의적
설명 자체도 구성되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비판을 스트롱 프로
그램(Strong Program)이 주장했던 대칭성이나 성찰성(Bloor 1976)과 관련 짓는
것으로 회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자신들의 주장을 무한 회귀시키는 것에 불
과하기에 여전히 공허하다.
구성주의의 관점을 조금 확대하면 사용자에 대한 연구로 발전할 수 있다. 기
술을 둘러싼 관련 사회집단 사이의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구성주의적 관점
이 갖는 기본적인 입장인데, 여기서 사용자라는 거대한 집단도 또 다른 관련
사회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아예
기술의 탄생 혹은 개선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술의 공진화를 해명하려는 시
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관점은 최근 과학기술학의 중요 흐
름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핵심적 특징은 기술의 생산자가 아니라 기술의 사
용자에 주목한다는 점이다(Oudshoorn & Pinch 2003).
기술의 사용자의 역할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기술이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소
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다루는 전통적인 관점은
기술을 생산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로서 사용자는 기술이 완성된 이후에 수동적으로 기술을 소
비하는 대중으로만 가정될 뿐이었다. 그러나 관련 사회집단을 복합적으로 고려
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의 발전은 특정 기술을 소비하는 사용자가 단순히 기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깨닫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사용자가 기술의 변화에 개입하는 과정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첫째는 수동적인 사용자라도 기술의 선택과 발전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관점이다. 이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네트워크 외부성
(Network Externality)이다(Katz & Shapiro 1985). 네트워크 외부성은 특정 기술의
사용자가 일정 임계크기(Critical Mass)를 넘어서게 되면 그 기술이 고착화(LockIn)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 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더 발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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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호환성(Compatibility)이나,

전환비용

(Switching Cost)의 문제 때문에 그 기술만을 사용하는 현상이다. 이는 단순히
사용자의 크기에 따라 기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요인이 기
술의 발전궤적을 변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 경우는 사용자가 어
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동적인 소비자
의 규모로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둘째로, 능동적인 사용자의 역할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술의 사용자들이 단순히 소비만을 하는 수동적인 존
재가 아니라, 기술을 변화시키고, 다른 것과 결합시키고, 의도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부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이미 오래 전에 프로슈머
(Prosumer)라는 개념으로 제시된 바 있지만(Toffler 1980), 정보통신기술의 충분
히 발전한 최근에서야 비로소 현실화 되었다.
정보기술이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 능동적인 소비자의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
게 확장되었다. 이들은 기술에 대한 단순한 평가와 의견을 실시간으로 공유하
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매우 빠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작은 집단에서 이루어진 소소한 변형 및 기능 추가가 대규모로 공유
되고 발전되면서 전혀 새로운 다른 기술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한 기존의
다른 기술 혹은 그 일부와 결합시켜 새로운 기술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사용자들이 서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무언가를 만
들어내는 것을 집단지성

이라 부르기도 하며, 어떤

이는 이 과정을 기존의 것들을 재배열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적인 것으로 파악
하여 이를 큐레이션(Curation)(Rosenbaum 2011)이라 부르기도 한다. 양자 모두
사용자들이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작은 부가적인 가치들을 생산하고 이것
을 대규모로 공유하고 결합하여 무언가 더 거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도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그 과정에 능동적인 개인으로서 소비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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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서 소비자를 넘어서서 커뮤니티에 관심을 갖는 흐름도 있다.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과 정보
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거나, 더 나은 형
태로의 변종을 만들어 새로운 부가적 가치를 창조하는 현상들에 주목하는 것이
다.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컴퓨터 게임이다. 컴퓨터 게임 사용자들
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게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
로 게임을 변형하고자 했고, 게임 개발사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
여 게임의 일부 요소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도구들(Toolkit)을 함께 제공해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용자들은 자기만의 고유
한 스타일로 게임을 변형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아 원래의 게임보다 더 큰 인기를 얻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사례
는 바로 능동적인 사용자가 기술의 발전궤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새로운 기
술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이다(Jeppesen 2002; Piller & Walcher 2006; Prugl &
Schreier 2006). 툴킷을 이용한 이런 사례들은 능동적인 소비자와 기존의 생산자
가 공동으로 어떤 변종을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같은 구성주의적 관점은 미시적 사례연구에 큰 강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방법론적인 원칙일 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 전략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
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유사한 기술의 클러스터를 설정하여 중간 규모의 분석
을 실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공동생산이라는 의미에서 사용자 참여혁신은 사용자가 관여하는 과정이 제한
적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양자 사이의
대등한 공동생산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네트워크 효과와 같
은 경우 사용자의 규모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긴 하지만 여기서 사용자는 대규
모로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기에 수동적인 존재일 따름이다. 또한 툴킷
을 이용한 방법이나, 커뮤니티에서 무언가 변화를 가져오고 독특한 사용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기술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종의 자유도 높은 행
위일 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초기에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을 과연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생산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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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는 의문이다. 관점에 따라 이것은 최종 기술이 변형 가능한 형태를 가진
특별한 생산물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취한다면 사용자 참여혁신을
구성적인 입장이나, 공동생산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 가진 특별한 형태일 뿐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학기술학은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큰 기여를 했다. 문제는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다.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반대의 과정 모두를 동시에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해석”의 절차나 우
연적인 요소들이 개입하여 어떤 기술이 등장하는 인과적 설명을 오히려 방해하
기도 한다. 이런 점이 구성주의적 연구를 미시적 연구에만 머물도록 만든다. 따
라서 본 연구가 추구하는 기술 클러스터에 대한 분석에 구성주의적 연구의 전
통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5. 발전적 비판과 연구의 지향
기술혁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를 간략하게 네 가지
로 정리했다. 이 네 가지 흐름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의 <표 1-1>로
정리될 수 있다. 이 표에서 강점은 해당 이론이 갖는 상대적인 장점을 설명한
것이고, 약점은 기술혁신을 해당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의 어떤 유형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혁신의
주기 및 생애주기 모델처럼 “모든” 기술혁신의 패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혁신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기술혁신은 단일 사례가 아니다.
비슷한 유형의 기술들에게 발견되는 기술혁신을 묶어 그것들의 패턴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관점은 거시적, 미시적 관점 모두 아닌 중간적 관
점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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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존 연구 검토 요약

특징

강점

약점
기술의 내용보다는

기술을 거시적 경제
변동의 핵심 요인으
사회경제적
연구와
국가혁신체제

로 인정
기술혁신을 위한 사
회기술적 정책 시스
템의 발전을 연구

기술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 변동을 설명
하는데 유리
기술혁신을 투자의
관점으로 이해

기술을 둘러싼 제도
적 환경의 변화에
집중
개별 기술혁신이 아
니라 집합적 기술혁
신 일반에 집중하는
경향

기술혁신의 생애주
기술혁신과
기업사례연구

기적 모델 제시
기업의 기술혁신 사
례분석

기술결정론과
변동론적 연구

과학기술학과
사용자 참여
혁신 연구

가장 일반적인 모델
을 제시, 거시적 현
황파악에 도움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

기술의 변화를 사회

기술이 사회에 미치

변화의 원동력으로

는 영향을 상세히

이해

분석

구성주의적 관점에

사회 속에서 기술이

서 기술의 변화를

변화하는 과정을 성

설명

공적으로 설명

기술을 생산자와 사

공동생산의 결과물

용자와의 공동생산

로서 기술의 형태를

의 결과물로 이해

설명

생애주기 모델은 개
별 기술혁신의 내용
은 다루지 않음
기업의 개별 사례들
을 일반화하기 어려
움

기술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

구성주의적 관점이
갖는 미시적 한계와
상대주의라는 비판
기술혁신의 유형을
일반화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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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한 기존 연구에서 이런 중간적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연구는 혁신체
제에 대한 연구와 사용자 참여혁신 연구 두 가지가 있다. 혁신체제 연구는 국
가 단위의 연구도 하지만 산업 단위의 규모도 중요하게 취급한다. 그래도 여전
히 크긴 하지만 산업이 갖는 상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모
든 기술혁신을 통합하는 일반론은 아니고, 그렇다고 낱개의 기술혁신을 다루는
것도 아니다. 후자의 사용자 참여혁신 연구도 사용자들이 생산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어떤 기술들을 묶어서 분석할 수 있다. 일종의 클러스터링이 가능
한 가능한 접근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기술혁신의 전 과정에 사회적 요인이 개입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앞서 간략히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 참여혁신이 더
발전한 어떤 형태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형태로 묶일 수 있는 기술의 다
발의 사례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례로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
해 패턴을 추출하는 과정을 취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 참여혁신 연구는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만약 그 일반화를 소프트웨어 분
야 혹은 정보기술 분야로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는 혁신체제의 연구와
도 연결될 충분한 여지가 있다.
연구의 시야의 문제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설명대상으로서의 기술에 대한 것
이다. 사회경제적 관점이나 변동론적 관점은 기술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목
적이 아니다. 이 연구들은 그 반대 방향이 목적이다. 기업 사례연구와 과학기술
학 및 사용자 참여혁신 연구는 기술혁신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술혁신의 과정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점에
서 후자의 연구들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사례연구는 기업의
입장이 중요하다. 기업 이외의 주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설명
력이 높지 않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직적 차원의 분석이 중요한데 기업
조직은 특별한 형태의 조직으로서 일반화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자발적인 커
뮤니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술혁신을 기업조직과 동일선 상에서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과학기술학 연구는 기술혁신 과정을 양방향적으로 복합
적으로 보여준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분석의 시야와 수준에 대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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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사회학적 관점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학적
연구이기에 사회학적 관점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제시한 기존연구들
모두 직간접으로 사회학과 관련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학적 관점인가
하는 차별성의 문제이다. 일단, 본 연구는 미시적 관점도 아니고 거시적 관점도
아닌 그 중간의 입장을 지향한다. 기술 클러스터라고 표현한 어떤 동질의 기술
들에 대해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기존 연구들 중에서 혁신체제
연구나 사용자 참여혁신 연구가 유사하다. 그리고 추가로 고려하는 대상은 기
술혁신의 주체이다. 본 연구가 다루는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현상에서 핵심
주체는 자발적인 커뮤니티이다.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것은
사용자 참여혁신 연구가 된다. 그러나 사용자 참여 혁신 연구는 사용자가 참여
하는 단계가 제한적인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셜 이노베이션은 혁신의 전 과정
을 자발적인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기술혁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셜 이노베
이션은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사용자와 생산자가 구분되지
않는 혁신의 유형이다.
사회학적인 지향과 관련하여 추가해야 할 것은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관련한
것이다. 사회학적 설명이 경영학적 설명과 다른 점은 어떤 개인의 의지와 노력
에 대한 해석에 있다. 혁신주체와 기업가 정신을 중요하게 인정하게 되면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의 결과에 달린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는 전적으로 개인의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학적 설
명은 개인 이상의 수준에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행
위자-연결망 이론의 일부 핵심 개념은 큰 도움을 준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포함한 이질적인 네트워크의 역학관계를 통해
어떤 결과가 도출된다고 이해한다. 이 관점을 기술혁신에 적용하면, 기술혁신을
인간 행위자의 관계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이 주어진 어떤 기술과
지식들, 인프라, 도구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질적 네트워크를 상정하고 그
네트워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모두의 개입의 결과로서
기술혁신을 설명하게 된다. 이것은 기술혁신의 원인을 어떤 사회적 구조로부터
찾는 사회학적인 설명이 된다. 다만, 여기서 구조라고 지칭하는 것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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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을 초월하는 외부성의 문제를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어떤 커뮤니
티의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바이커가
제시한 자전거의 형태변천 과정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설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활동과 그 이면에 개입하는 비-인간 행
위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여기서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해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대칭적인 기여상황을 가정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가 지향하는 사회학적 지향이란 비슷한 유형의 기술 클
러스터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각각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간적인
수준의 시야를 가지고 분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비-인간 행위자를 포
함하는 네트워크의 효과를 분석하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핵심 개념을 더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3절

연구과제

1. 새로운 정보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떠한가?
각 시대별로 그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이 있다. 지금은 단연 정보통신기술이
현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은 우
리의 사회의 핵심적인 기반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정보기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기술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한참 인프라를 갖추던
시절에는 하드웨어도 중요하게 인정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드웨어의 중요성
은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담은 그릇에 불과한 것으
로 취급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폰과 갤럭시폰의 하드웨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전혀 다르고, 양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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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은 이전의 산업시대에서 기술을 만드는 것
과 전혀 다르다. 물리적인 실체를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무
형의 논리적 코드의 집합체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는 정보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전달할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한 실시간적인 협업이 가능하다. 이런 성격은 공
동생산의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춰준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일정한 규칙으로 코드를 알고리즘에 맞게 배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소프트웨어의 전체 혹은 일부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재활
용되기 용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역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생산비용을 크
게 낮춰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이런 특성은 소프트웨어의 독특
한 생산방식을 만들어내고 있고, 본 연구는 바로 이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그 과제로 삼는다.
본 연구가 핵심적인 주제로 삼는 소셜 이노베이션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문제
는 이름이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방식에 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생산된다는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
인은 커뮤니티의 역할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술적 산물은 대부분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기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투자한 비용 대비 효
율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이다. 이들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생산자이지만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이 아닌 자신들이 사용할 소프
트웨어를 만든다. 그런 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
다. 이런 특징한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현 시대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이 전통적인 기술개발의 방식과는 크게 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커뮤니
티의 구체적인 역할이다. 정리하자면 현 시대에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특정한 생산방식이 존재하는데 그것의 과정을 사례를 통
해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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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하는 정보기술의 조건은 무엇인가?
앞서 소프트웨어는 다른 물리적 실체를 가진 다른 기술과는 달리 생산과정에
서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착수하는 것이 다른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은 치열해지는 것이 보통
이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만 보더라도 iOS와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파
이어폭스(Firefox) OS, 우분투 터치(Ubuntu Touch), 타이젠(Tizen), 윈도우 폰
(Window Phone), 블랙베리(Blackberry) 등 매우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 다른 분야보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진입하는 것 자체는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문턱이 낮은 편이다. 그러므
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초기경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소수의 소프트웨어가 독점하는 경우도 흔히 발견
된다. 대표적으로 데스크탑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있다. 이 분야는 마이크로소프
트(Microsoft)의 윈도우(Windows)가 절대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진입장
벽이 낮아서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독점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은 의외일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고착이 발생하기가 더
쉽다. 전에 쓰던 기술을 고집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전환비용의 문제 때문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크면 더 나은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존재한다. 게다가 정보기술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양쪽 모두에서 학습의 절차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과정은 가장 큰 전환비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학
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로 확장되면 전환비용은 감당하기 어려
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거대한 전환비용은 고착을 정당화하는데 기여
한다.
하지만 고착이라는 현상은 이미 주도적인 기술로 되었을 때의 상황에서 발생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즉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
여 그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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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시장을 먼저 선점했다고 해서 그 점유율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처음으로 등장해 시장을 창출하고 장악했던 애
플의 iOS는 현재 단순 점유율만으로는 이미 안드로이드에게 역전을 당한지 오
래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기술적 조건이 경쟁에서 승리를 보장하고
영속성을 이룰 수 있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한 연구의 과제가 된다.

3. 소셜 이노베이션의 확장 가능성 탐색
앞서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어떤
특정한 방식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과제임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다
루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의미는 기술적인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다. 그것도 소
프트웨어의 개발과정에만 한정된 것이다. 만약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셜 이
노베이션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밝혔다고 가정할 때 그 방식을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확장성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논리를 보다 일반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은 정보기술을 대표하는 분야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히 기계기술도 아니고 화학기술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는 방식을 다른 이질적인 기술의 영역에도 확대 적용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진작에 기존 기술들이 새로운 개발방식을 시도했을 것
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은 전통적인
기술보다는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것에 확장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앞
으로 등장할 기술이 소프트웨어와 융합된 형태를 가진다면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식을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융합기술에도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
을 수 있다.
꼭 기술만은 아닐 수도 있다.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과정은 커뮤니티의 역
할에 주목한다. 따라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어떤 특정한 방식이 존재하여 그
것을 통한 확장성도 기대할 수 있다. 즉, 어떤 조직은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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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가장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확장성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방식으로 만
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혁신의 방법 자체
가 확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결과물이 널리 쓰이게 됨으로써 간접적으
로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만 쓰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텔레비전, 자동차에도 소프트웨
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소셜 이노베이션의 방식으로 생산된 소프트웨어가
이런 분야에 침투하게 되면 특정 기술에 대한 의존성을 높임으로써 소셜 이노
베이션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소셜 이노베이션의 방식이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갖는가에 따라
본 연구가 중요한 연구가 될 수도,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는 특정 영역에만 국한
된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것의 확장 가능성과 잠재성을 탐색하는 것은
연구의 대상이 중요성과 확장 가능성을 결정하는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

4절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1. 사용자 참여 혁신과 크라우드소싱
앞선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와 가장 비슷한 유형의 연구는 사용자
참여혁신 연구임을 밝힌 바 있다. 사용자 참여혁신 연구는 사용자를 단순한 소
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어느 단계에 사용자들의 참여를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것이 전통적인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이용되었던 방법이기
는 하였지만, 참여의 방식이 어떠했든 간에 사용자가 참여하는 단계는 극히 제
한되어 있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만약 어느 가정주부의 아이디어를 입수하여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청소도구를 이전보다 더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가정해보
자. 이 경우 역시 사용자 참여혁신의 사례가 된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자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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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은 단발적인 아이디어의 일방적 제공이 전부다. 나머지는 여전히 기업 내부
에서 비밀리에 행해지는 전통적인 기술혁신의 과정이다. 사용자 참여혁신은 이
처럼 보통 일방적인 관계이다. 사용자의 어떤 지식과 자원을 일방향적으로, 그
리고 단발적으로 활용한다.
그렇다면 게임에서 툴킷의 경우는 어떨까? 툴킷은 완성품으로 게임을 즐기는
방법 중 일부를 사용자가 변형할 수 있도록 기회와 도구 및 권한 제공하는 방
식이다. 사용자가 변형한 자료는 해당 게임의 유희적 요소를 한 가지 더 늘려
주는 것이다. 게임 그 자체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 사실 이런 경우 게임
의 효용가치를 사용자가 증진시키는데 동원되었을 뿐 실제 어떤 기술적 발전의
과정에 사용자가 과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인지는 의문이 된다. 사용자의 참여
혁신 연구는 사용자의 참여,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 결과로 만들
어진 것의 가치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용자 참여혁신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되는 베타 테스트
(Beta Test)의 경우,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동원되긴 하지만, 사용자는 그 규모로
서 해당 기술의 견고성을 검증하는 도구가 된다. 물론 운이 좋다면 해당 기술
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사용자들의 집단적 참여가 도움이 되긴 한다. 하지만 이
것은 반드시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베타 테스트
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용자가 필수적인데 이것은 자발적인 참여
자도 동원하게 되면 기업은 매우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기
서 참여자가 얻는 이익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먼저 경험해봤다는 약간의 즐거움
이 고작이다. 이런 것이 단발성 이벤트라는 몰라도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절차
로 확립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 참여혁신 연구는 참여에만 주목할 뿐 그 참여로부터 얻어진
것에는 관심이 크지 않았다. 만약 사용자가 어느 한 과정에만 약간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가 가장 핵심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기술혁신의 방법
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다. 사실 이
문제는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주체의 문제와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 참여
혁신은 그 형태가 어찌되었든 간에 기업이 주도하고 그 일부분에 사용자가 참
여하는 것이라서 여전히 책임주체는 기업에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핵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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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자들이 담당한다면 기술혁신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사용자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의 형태가 아닌 자발적 커뮤니티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기술혁신을 위한 커뮤니티를 관리하
는 조직운영의 차원으로 바뀐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진다. 크
라우드소싱이란 어떤 특별한 형태의 아웃소싱(Outsourcing)을 의미한다. 외부로
부터 뭔가를 조달하는데 그것을 공급해주는 주체가 익명의 집단이라는 의미이
다. 이 익명의 집단은 비용절감을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의지로 커뮤니티에 합류하여 기술혁신의 과정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Volunteer)
이다.
크라우드소싱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사례는 단연 위키피디어(Wikipedia) 백과
사전이다. 위키피디어 백과사전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백과사전의 규격에 맞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결과물의 총체이다. 각각의 개
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제공하고, 틀린 것을 발견하면 수정하는 과
정을 통해 거대한 지식과 정보의 집합체를 만들었다. 이런 온라인 백과사전을
만드는 과정이 전형적인 크라우드소싱의 예시가 된다.
위키피디어의 경우, 위키(Wiki) 문법이라는 일정한 규격을 통해 컨텐츠가 생
성된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이 규격을 지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
들은 어떠한 컨텐츠도 수정할 권한이 있지만 때때로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권한이 제한될 수도 있고, 반달리즘(Vandalism)을 저지른 사람은 모든
권한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커뮤니
티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관리과 조정이 필수적이다. 크라우드소싱
은 일반적으로 이런 조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커뮤니티가 주도가 되어 크라우드소싱을 조직하는 경우,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정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은 참여자의 자율성의
영역을 좁혀 그들의 관심을 줄이게 되고, 지나치게 자유로운 규정은 일부의 일
탈행위자들이 가져오는 피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크라우드
소싱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의 조직운영이 중요하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일단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일정 수준이 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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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문제이다. 따라서 조직운영의 문제에 앞서 참여 자체를 이끌어내는 것 또
한 중요해진다. 크라우드소싱은 금전적 대가로 운영되는 방식이 절대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 소프트웨어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라면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 그것은 보통 추구하는 해당 기술혁신
이 가진 기술적 비전과 가능성에 관련되어 있다.
앞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사회학적 관점은 중간 수준의 시야와 커뮤니티 중
심의 기술혁신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크라우드소싱은 정확히 이 지
향이 부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과정은 크라우드소싱
을 중심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크라우드소싱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방식
의 원칙으로 제시된다. 문제는 목표로 삼은 소프트웨어의 규모나 특징 및 대상
에 따라 크라우드소싱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소프트웨어의 치열
한 경쟁은 결국 크라우드소싱을 둘러싼 경쟁으로 환원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므로 크라우드소싱이 조직되는 유형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2.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네트워크라는 행위자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번역이라는 상대주의적 해석의 과정과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여 그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을 그 특
징으로 한다고 상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성과를 활용
할 것인데, 이 두 가지 중 후자의 것을 선택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관련 사회집단에 있어서 번역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개입하는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인간과 비-인간을 통합하는 행위자 네트워크를 상정하고 그것 내부의
역학관계의 결과로서 기술혁신을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전체 네트워크
의 효과로서 기술혁신이 설명된다는 점이다. 이미 주어진 기술과 지식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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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비-인간 행위자들과 이
를 활용하여 목표한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 행위자들의 관계의 총화로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것을 분석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관점을 채용하게 되면, 기술혁신을 그것을 추
진한 인간적 주체들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경향을 강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기술혁신을 인간적 주체의 것으로 귀속시키려는
관점은 기술혁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것을 구현한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결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핵심적 주체를 인
간만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전 기술들이 있고, 아이디어들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 인프라가 있다. 심지어 교육제도도 관련되어 있다. 이
런 모든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위에 인간 행위자가 뛰어 들어감으로써
이질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그 네트워크 내부 역학의 결과물로서 기술혁신
이 완성되는 것이다. 기술혁신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완성된 어떤 기술
을 단 한 명의 어떤 인간 행위자로 귀속시키는 시도들이 부당함을 이해할 수
있으며, 기술혁신에서 특허와 라이선스(License)의 문제의 중요성도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미시적 연구에 최적화된 경향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사례들을 묶어 특정 유형을 추출하는 목적이
다. 여기에서 상대주의적 관점은 일반화를 위한 과정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
과 네트워크의 효과를 강조한 부분을 차용할 것이고, 이것은 기술혁신이라는
과정을 어떤 개인의 의지가 구현되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구조의 산물
로 인식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3. 종합적 분석틀
지금까지 서술한 바를 종합하여 분석틀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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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1>과 같다. 분석틀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는 전통적인 기술혁신 방법
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혁신의 방법을 해명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에서는 기술개발의 과정에 단순히 개발자와 엔지니어 및 과학자 같은 직접
적인 개발주체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의 여러 가지 사회적 속
성과 요인이 개입하고, 갈수록 그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소셜 이
노베이션이라 앞서 명명한 바 있다.
이 소셜 이노베이션의 성공여부는 크라우드소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커뮤니
티의 활동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기술혁신을 위한 자원의 적절한 동원 네트워
크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여러 사례를 통해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달성된 소셜 이노베이션은 기존의 거시적인 사회기술 생태계
에 영향을 미치고 이 생태계는 다시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을 촉진하거나 억
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림 1-1>에 제시된 분석틀은 두 가지 그림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것
은 본 연구가 해명하고자 하는 소셜 이노베이션을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준
비된 것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든지 간에 크라우드소싱
이 핵심적인 생산활동이다. 그리고 크라우드소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원을 잘 이끌어와서 커뮤니티 운영을 원활히 진행해야만 처음에
기대했던 기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기술적
산물은 다시 다른 기술혁신의 위한 재료가 되거나 어떤 기여를 하게 되어 새로
운 소셜 이노베이션을 낳는데 직간적접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런 순환구조가
반복되는 것이 소셜 이노베이션의 전반적인 구조이다.
두 번째 그림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 중에서 크라우드소싱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부분만 따로 떼어 그것을 자세히 분석하는 부분이다. 크라우드소싱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의 과정이다. 전통적이든 새로운 것이든 간에
모든 종류의 기술혁신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며 그것을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술혁신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모
든 종류의 것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단계이다.

서론 37

소셜 이노베이션

기술적
자원
사회기술
생태계

목표 달성
인적
자원

네트워크
크라우드소싱

시드테크

아이디어

니즈, 지식

코드기여

수행/구현

열린 리더십

<그림 1-1> 종합적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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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각 단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전통
적 기술혁신이나 소셜 이노베이션이나 모두 “아이디어-수행/구현-확산”으로 이
루어지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계에서 그
단계의 개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이 사회
화된 것이 바로 크라우드소싱의 절차이다.
크라우드소싱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단계를 보면,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다르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모든 과정이 사회화되어 있고 동원할 수 있
는 모든 자원은 가져다 쓰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는 모든 것
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생산하게 된
다. 따라서 만들고자 하는 기술의 출발점이 되는 이전 기술이 존재하기 마련이
다. 그것을 바로 시드테크(Seed Tech)라고 지칭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무
엇을 만들 것인가 하는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된다.
아이디어가 확정되면 이제 실제로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다음이다. 자원봉사자
들의 조금씩 작성한 실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모아 완성품을 만들게 된다. 그리
고 기술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 경쟁을 위해 중요하
다.
각 단계 별로 위쪽에 기술된 시드테크, 코드기여, 플랫폼(Platform) 및 생태계
(Ecosystem)는 각 단계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원이고, 하단에 있는 것들은 비-기
술적 차원의 자원들이다.

5절

연구의 자료와 방법

본 연구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소프트웨어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런
식으로 생산되지는 않는다.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사례는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픈소스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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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의 여러 사례를 취합하여 이를 유형화하여 구분하고, 그 과정을 분석하
여 공통적 요인들을 발굴 및 종합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료가 바로 본 연구의 자료들이고, 이것을 수집하고 분
석하는 작업이 연구의 중심을 차지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이념형(Ideal Type)이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크라우드소싱과
같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그 개념 자체가 다수의 개인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생
산과정이 단순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그 혁신과정에 참여하는 개
인은 무척이나 많다. 하지만 참여하는 개인들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핵
심 리더 그룹, 선도 사용자 그룹, 다수의 보통 사용자 그룹, 외부 기업들로 비
교적 단순하다. 여기에 법적 분쟁을 제외하면 유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언론, 등 복잡한 변수들의 개입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리고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는 않는다. 법적 분쟁은 거대한 극히 일부
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만 해당되는 이슈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 구
성의 단순성 때문에 소셜 이노베이션의 순수한 형태만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
는 것이 용이하다. 셋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제품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논리적인 코드의 집합체일 뿐 부피와 크
기를 갖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독특한 기술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소스코드는
손쉽게 전 세계로 배포할 수 있고, 개발자들이 쉽게 공동작업을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수정과 인용이 매우 간단하다. 따라서 생산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기술이다. 이런 여러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최적
화된 사례임을 이해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 함께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공동으로 작업하며 모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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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서로 작성되고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래야만 중복 작업을 피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룬 결과물을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이어서 만들 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은 금
전적 보상을 약속 받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와 이탈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구성원의 교체가 일어나더라도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기술적 장치와 공동체의 규칙이 발달해 있고, 그
과정은 모두 외부에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자료의 양은 매우
많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서로 중복된 것이 많다. 그들이 만든 자료들은 원활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이지 역사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들
이 체계적이지 않다. 따라서 중복된 자료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연속성과 관련된 것인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문
서의 상당 부분은 위키1 형태로 작성되곤 한다. 위키 형태의 문서는 언제나 현
재 시점만 남아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는 적절한
형태이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높은 보존성을 갖고 있지만, 그 과
정을 추적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역사성을 파악하기란 결코 간단하지
가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 만들어진 문서조차도 끊임없이 수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분리되거나, 다른 것과 합쳐지거나 하는 경우, 마지막 순간
의 문서만 남게 되어, 그것의 역사와 기원을 전혀 추적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
생한다. 심한 경우, 현재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것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개발자들에게는 현재 도움이 되는 사실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형 프로젝트들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역사와 현
1

위키란 컨텐츠를 작성하는 독특한 하나의 방식을 지칭한다. 일반적인 온라인 컨텐츠는
최초 작성자가 존재하고 해당 작성자만 이후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
나 위키는 최초 작성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편집과 수정의 권한을 갖는 형태의 데이
터 관리 도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공동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형태에 적합하지만,
남아 있는 것은 언제나 최종의 형태뿐이다. 수정되기 전의 내용도 저장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일정한 시간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프로젝트들과 합쳐지거나 다른 프로
젝트로 분리되는 경우, 그 연속성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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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정리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런 자료들은 다른 자료들의 공백을 채
워주고, 제거된 맥락을 복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게다가 언론자료들은 정
확한 시간기록을 갖고 있기에 이런 것들과 병렬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면 관계성
과 역사성을 추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직접적인 대상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는 점은 추가적인 분석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것은 연구의 대상이 현재도
여전히 개발 중인 상태라는 점이다.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황이 종료된 사례
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변경될 수 있는 살아있는 대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권장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그 자체로 완성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선
해 나가는 연속적인 작업이 본질인 기술적 산물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분야
에서 더 이상 변화가 없이 상황이 종료된다는 의미는 더 이상 개발도 이루어지
지 않고 더 이상 널리 쓰이지도 않는 경우를 지칭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린 경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는 공식적으로 개발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기술의
재료로 쓰이거나 그 일부의 코드가 살아남아서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
다. 이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종료는 명확히 하기도
어렵고, 어떤 것은 그 순간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같이 특이한 대상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에 적합한 일반적인 시점
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연구의 목적과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적절한 단면을 잘
라 그 순간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최선이다. 본 연구도 이런 원칙을 따랐
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중 일부는 현재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것의 결과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의 운명은 크게 바뀔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 소송의 결과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게다가 진행중인
이슈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시
점까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소프트웨어의 특수한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 더 지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소
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기술의 영역을 그 발전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그러므로
특정 연구대상이 충분히 안정되었을 때까지 기다린 후 그 대상을 분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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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그 연구의 가치가 상당부분 퇴색했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의 목적이
비교적 긴 시간에 걸친 거시적 규모의 역사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정보
기술에 대한 분석은 적절한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속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추적하면서 그 궤적을 그려나가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한 최선의 전략일 수 있다. 이는 연구
의 대상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성이다.
본 연구는 리눅스 커널(Linux Kernel), 우분투(Ubuntu), 안드로이드, 파이어폭
스, 텍스트큐브(Textcube), 워드프레스(Wordpress) 이렇게 6개의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이유는 대표성이
높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포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수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에만 쓰이거
나 혹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의 일부이거나, 아니면 그 자체
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프트웨어의 라이브러리나 API로 제
공되는 것들이다. 이런 형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이 최종 소비자이거나 혹은 최종 소비
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례로 선정했다.
이렇게 선택된 6가지 소프트웨어는 모두 기술의 규모가 큰 것과 작은 것을
포함하고, 개발 주체가 개인인 것과 재단인 것, 기업인 것 을 모두 포함하며,
크라우드소싱이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과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성공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이것들은
운영체제와 인터넷 브라우저 및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도구들로서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들이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뿐만 아니라 상업
적 영역에서도 성공을 거둔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6가지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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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선정 이유 및 특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대표하는 원형
리눅스 커널

다른 기술의 재료로서 쓰임 / 거대한 자체 생태계를 구성
전문가와 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행위자 관여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한 리눅스 배포판
우분투

기업이 주도 / 상업적 영역에 도전
다른 배포판의 재료 / 대규모 커뮤니티 형성과 적극적 참여

상업 소프트웨어와의 치열한 경쟁
파이어폭스

비영리단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자금동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

거대 기업이 주도 / 다른 거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상업적으로 성공 / 경쟁기술과의 법적 분쟁

텍스트큐브

국내 크라우드소싱 프로젝트 /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자 관여

텍스트큐브와 동일한 기능 / 텍스트큐브와 객관적 비교
워드프레스

CMS시장 장악 / 상업적으로도 성공
거대한 생태계 구성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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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술혁신의 변천과 소셜 이노베이션의 등장

1절

용어와 배경

1. 혁신과 용어의 정리
혁신이라는 단어는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이다. 특히 광고와 마케팅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혁신이라는
용어는 구체성보다는 추상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
이라는 용어를 학술적 영역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논의에 큰 혼란을 가
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좁은 의미로
한정할 것이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제품의 형태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서비
스와 가치의 수준이든 간에 구체적인 그 어떤 대상은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
하고자 한다.
혁신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대체로 그것이 담고 있는 의
미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 용어는 “새로움” 혹은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
P&G(Procter & Gamble)에서 최근 은퇴한 앨런 보먼(Ellen Bowman)은 혁신을
“창조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간단히 정의했다(Wagner 2012, 8). 그녀가 강조한
것은 이전과 다른 것, 새로운 것이었다. 혁신을 유행처럼 취급하는 분야에서 특
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새로움과 관련된 것들이다. 둘째, 혁신
이라는 용어는 주로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용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새로운 모
든 것을 혁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예술작품은 혁신이 되
어야 한다. 하지만 누구도 예술에 대해서는 혁신이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즉 혁신은 비즈니스, 상거래, 제품, 가치, 기업 등과 관련해서 주로 사
용된다는 점이다.
혁신은 이렇듯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혁신이라는 용어는 결국 이전과
는 다른 그 무언가를 도입하고, 적용하고, 소개함으로써 이전 것보다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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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갖고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새로운 것과 더 나은 가치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기술의 진화 관념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에 출시된 제품이 작년에 출시된 제품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생각은 현대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새
로운 그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새로운 것은 보통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새로운
모든 것을 혁신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혁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개인이나

조직이

상대적인

비교우위

혹은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얻도록 해주는 모든 종류의 활동이나 그 결과물”을 총칭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Tidd et al. 2001, 38). 결국 혁신의 가장 중요한 목
적은 경쟁우위이다. 경쟁우위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제품, 기능, 전략 등 모
두가 혁신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움은 혁신의 필요조
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새로운 것이 이전 것보다 더 낫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그렇게 얻어진 경쟁우위는 더
낫기 때문이지 결코 새롭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새로움은 혁신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 핵심적인 요소는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과거에 등장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인정받는 사
례들이 있다. 이런 경우, 과거의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발견한 것은 분명 중
요한 혁신 과정 중 하나로서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 새로운 것은 아니
다. 결론적으로 혁신이라는 용어를 다룰 때 새로움은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
부수적인 요인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혁신은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경쟁우위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브랜드를
변경하는 것이나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로고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경쟁우위
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혁신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기술혁신
에 포함될 수는 없다. 기술혁신은 혁신의 여러 활동 중에서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을 지칭한다.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말도 해석의 방법에 따라 매
우 넓은 의미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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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 좁게 정의한다면 기술혁신이란 주로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혁신은 전적으로 기술혁신을 의미한다. 개방형 혁신이란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원 중 일부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기술혁신을 도
모하는 방식을 말한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자원은 기술혁신의 단계 중에서 어
느 부분이라도 상관없다. 아이디어를 빌려올 수도, 방법이나 도구를 빌려올 수
도 있다. 어느 것이든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술혁신의 자원
을 가져와 내부의 것과 함께 결합하여 기술혁신을 이루는 것이 개방형 혁신이
다.
그리고 사용자 참여혁신은 기술혁신의 과정에 이 기술의 최종 사용자들이 개
입하여 기여하는 형태의 기술혁신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로 최종 사용자의 경
험을 바탕으로 기능개선을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인다. 또한 사용자가 적극적으
로 해당 기술을 변형하거나 다른 것과 결합시켜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기술의 사용자를 단순히 수용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
은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기술의 생산자로 변모시키는 방식의 기술혁신을 사용
자 참여혁신이라고 지칭한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소셜 이노베이션도 역시 전적으로 기술혁신의
한 종류로서 제시됨을 주의해야 한다. 이 단어를 “사회적 혁신”과 같이 한글로
표현하지 않고 굳이 영어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
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바 있다.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된 의미는 기술적인 혁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의 한 패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했다(Mumford 2002). 이런 배경에서 사용된 소셜
이노베이션은 일종의 사회개조 운동이나 혹은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 그 자체를
개선하는 것을 혁신으로 표현했고, 그것에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
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회혁신”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 실제
로 이런 관점의 연구는 사회적 영역 혹은 공적 영역에서의 제도적 개선이나 조
직 및 환경의 향상에 많은 관심이 있다(Mulgan & Albury 2003).
위에서 사회혁신이라고 지칭한 것과 본 연구에서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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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는 것의 원래의 영문은 동일하지만, 양자의 차이는 “사회”와 “소셜”의 의
미이다. 전자는 사회가 혁신의 대상이며 후자의 소셜은 혁신의 방법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소셜 이노베이션은 철저하게 기술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셜은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방법의 차원에서 다루
어지고 있다.

2. 기술변화와 그 동기
여기서 추가로 설명해야 할 용어가 바로 기술의 변화라는 개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기술이 등장하기에 기술은 진화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그렇다면 기술혁신이란 기술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기술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이유는 진화라는 용어는 그 원래 의미와는 달리 더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라
는 가치판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생물학의 이론적 개념으로서 진화는
자의적인 가치판단을 담고 있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 2 이
지만, 이 단어가 현실에서 사용되는 양태는 사실 상 발전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취급되고, 이에 따라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필연적
으로 요구한다. 대부분의 신제품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기획되고 생산된 것일
뿐, 나중에 등장한 것이 이전의 것에서 진화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 기술혁신
이라는 것은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공여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학술적 논의진행을
위한 적합한 선택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서 기술변화와 기술혁신이 갖는 의미의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어 자체의 의미로만 판단하자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말
2

진화론을 가장 간명하게 설명하는 말로서 “Blind Variation, Selective Retention”이 있다
(Campbell 1960). 맹목적인 변화가 진화의 핵심적인 단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 그
자체에 이미 목적을 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진화론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이
다. 따라서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변화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오
해와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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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술변화가 기술혁신보다 더 큰 범주의 개념으로 인정될 것이고, 기술혁
신은 기술변화의 특별한 형태로서 자리 잡게 된다. 즉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기
술의 변화가 필수적이지만, 반대로 기술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
두 기술혁신은 아니다.
하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그 본래의 존재 목적상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내재되
어 있다.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는 학문을 연구하는 과학자와는 분명 추구하
는 바가 다르다. 과학자가 가능성과 원리를 탐구하는 반면에, 엔지니어는 단순
한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의 효율까지 고려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엔지니어가
다루는 기술은 효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후
퇴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기술의 특성이다.
그런데 최근에 기술에 대한 특이한 태도가 등장했다. 애초부터 효율성과 상
관없는 기술추구 활동이 등장한 것이다. 사실 이런 활동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흔하지는 않지만 고의적으로 비효율성을 추구하거나 혹은 효율성이 아닌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기술적 산물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그런데 그건 것들은 분명
기술적인 산물이지만 그 목적은 예술작품에 더 가까운 것들이었다. 하지만 최
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비효율성의 기술은 대체로 재미나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것들이다. 단순히 원하는 기능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성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해당 기술을 다른 방
식으로 구현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들은 그 과정 자체에서 재미를
위하거나 혹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기성 기
술이 적용되기 어려운 자신만의 특이한 환경에 적합한 기술적 변형에 대한 아
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그렇게 구현된 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작업을 하려는 것보다는 그렇게 구현된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다. 기술 그 자체를 위한 기술은 사실 그다지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경우는 기술을 그 자체로 완전히 오락거리로 소비하기도 한다. 구현
하기 간단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것을 누가 더 복잡하고 우스꽝스럽게 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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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놓고 경쟁하기도 한다 3 . 이런 경우 효율성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
의 상징이 된다. 또 다른 경우는 기술을 개성의 도구로 삼기도 한다. 기술이란
효율적인 것이라서 일원화와 호환성 같은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된다. 하지만 어
떤 이들은 남들과 호환되지 않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기술로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 기술이란 효율적인 도구가 아니라 자랑을 목적으로 하
거나 남들과 차별화를 드러내려는 마치 사치품 4 같은 효과를 가진 것이다. 이
런 목적을 위한 기술은 매우 값비싼 것이거나 혹은 사용자가 직접 만든 것이다.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술적 사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술을 재미로
소비하는 것이다. 기술적 산물을 생산하는 과정 자체를 재미로 삼는 행위를 말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술적 산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생산의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들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기술 그 자체를 향유하는 사람들이며 사전에 주어진
목표나 제한 및 압력이 없다. 그렇기에 가장 자유로운 상상력에 기반한 자신만
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 그 자체를 좋아한다. 이런 속성 때문에 그들의
작업은 매우 독창적이며 간혹 기존의 기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가능
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기술은 본래적으로 효율성이 내재된 것이었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향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 둘은 기술을 대하는 태도와 추구하는 바
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 양자를 기술혁신과 연결하
여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전자의 기술 즉, 의식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통
3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유명한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 “useless machine”로 검색하면 동일한 기능을 하는 수많은 다른 장치들을
볼 수 있다.(http://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useless+machine) 이 장치들의 기
능은 딱 하나이다. 사용자가 장치를 켜면 그 장치가 스스로의 전원을 끄는 장치이다.
말 그대로 “쓸모 없는 기계”인 셈인데, 이 이상한 기능 하나만을 가진 여러 장치들을
둘러보면 누가 더 우스꽝스럽게 이 장치를 구현하는가를 놓고 많은 이들이 경쟁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를 유머로 소비하는 것이
며, 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한다.

4

사치품으로서 기술의 대표적 사례로서 Vertu라는 휴대전화가 있다. 그러나 기술은 변화
가 빠르고 그 변화에 따라 가치변동이 크기 때문에 사치품으로서 전자제품은 다소 모
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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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술의 개념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전통적으로 기술혁신이라 부
른 활동의 전제조건이었다면, 후자에 해당하는 기술 즉, 효율성이 아닌 재미를
위한 기술의 변화로부터 기원하는 기술혁신이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흐름이
다. 물론 후자는 재미를 위한 기술적 수행 그 자체로서는 기술혁신을 위한 아
이디어나 재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기술혁신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 현상은 분명 과거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기술변화의 동인을 구분함으로써 그에 따라 기술혁신의 형태로 나뉘게 된다.
처음부터 기술혁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어느 하나의 주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혁신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기술의 효율성에 기초한 전통적인 기술혁신이었
다면, 재미를 비롯한 기술의 다양한 동기와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어진
인사이트 및 피드백이 개입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주체가 사회화되는 비결정적
형태의 새로운 기술혁신이다. 여기서는 일단 기술변화의 동인을 그 차이점으로
삼았지만 그것을 하나의 출발점이자 속성일 뿐이고 그것의 복합적이고 전체적
인 분석은 이후 사례를 통하여 수행될 것이다.
본 연구는 후자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혁신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기술혁신의 핵심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적절
히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고려함으로써 연구를 정책적 차원으로도 발
전시킬 수 있게 된다. 이제 이 새로운 기술혁신이 전통적인 기술혁신과 어떤
점에서 구별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절

전통적 기술혁신

1. 기술혁신의 분류
기술혁신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접근은 기술혁신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혁신의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그 결과물에 따른 분류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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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접근은 기술혁신을 다루는 가장 기초적이며 전통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기
술혁신이 결국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에 그 결과로서 어떤 기술이
탄생했는가는 즉각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
과를 사전에 예측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시스템
수준

자동차, 비행기
TV의 새로운 모델

새로운 세대
(CD를 대체하는
Mp3음악
다운로드)

부품의 품질향상

기존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부품

부품
수준

점진적
(하던 것 더 잘하기)

증기기관
전자통신혁명
생명공학기술

부품 성능향상을
위한 신소재

급진적
(세상에 처음 등장)

<그림 2-1> 기술혁신의 분류 (Tidd et al. 2001, 38)
<그림 2-1>은 기술혁신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분류한 것이다. 기
술혁신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부속품 수준인지 아니면 시스템 전체에 해당하
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전의 것과 비교해서 약간의 기능향상을 가져온 것
인지, 아니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인지에 따라 기술혁신을 구
분한 것이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급진적 혁신이 더 큰 파급효과와 더 큰 이익
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런 기술혁신은 결코 쉽지 않고, 흔하게 발생하지도 않
는다. 반면, 약간 기능향상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소한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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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분은 기술혁신의 우열관계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다. 기술혁신이 추구
하는 전략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
하는 전략적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전통적인 기술혁신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았
다. 왜냐하면 기술혁신은 대체로 기업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기에 보안
유지를 위해서 전 과정을 각자 알아서 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생
산하여 판매하는 일직선적이고 모든 것을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따라
서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팀을 조직할 것인가, 어떻게 인적 자
원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
제가 중요했다.
이런 문제설정은 기술혁신의 과정을 고정된 어떤 것으로 가정하고 그곳에 더
빨리 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숨어 있다. 즉, 기술혁신은 목적
지까지 빨리 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중요한 문제는 지름길을 찾
고 더 빨리 달리는 것만 고민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술혁신을 위한 내부적
정책은 기술이나 목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을 관
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기술혁신을 그 결과물에 대한 분류를 정책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 실제
로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수준의 기술혁신은 첨단 기술을 이끌어나가는 선진국
에서 주도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
리나라에게 더 유리한 형태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중간 수준의 기술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송위진 & 황혜란
2005). 소위 아키텍처 혁신이라고 부르는 중간 단계의 기술혁신인데, 이것은 부
품 단위의 여러 기술혁신을 결합하여 기술혁신의 시너지(Synergy)를 추구하는
독특한 전략이다. 개발도상국의 수준은 벗어났지만 기술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는 이르지 못한 중간적 위치에 있는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종
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이 전략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를 다루는 것
은 본 연구의 과제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이런 정책적 결과를 얻기 위해 기술
혁신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에는 좋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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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철저하기 기술혁신의 결과물이나 대상에만 집중할 뿐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은 여전히 가려져 있고, 중요한 관심사도 아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들은 어떤 금전적, 정책적 지원을 하면 기술혁신은 당연히 더
잘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기술혁신을 특정한 화학
반응처럼 사전에 정해진 요소를 적절히 투입하면 반응은 당연히 일어나며, 외
부조건을 변화시켜 반응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대고 있다.
그런 가정이 기술혁신의 외부환경을 분석할 때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기술혁신이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
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
함이 있다. 그리고 기술혁신의 실제 내용은 각각의 기술혁신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역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기술혁신과 생애주기
기술이나 제품은 생명체처럼 일정한 생애주기가 있다. 이런 생애주기를 다양
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기술혁신 일반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기술의 생애주기를 다룰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패턴은 다음의 <그림 2-2>
와 같다. 어떤 제품이 시장에 처음으로 도입되고, 그것이 널리 확산된다. 그리
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이제 해당 제품은 필요한 사람 대부분에게 확산되고
시장은 포화상태가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후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게
된다. 이런 모양의 생애주기는 거의 모든 기술적 제품에 해당한다. 새로운 기술
이 시장에 등장한 것은 기술혁신이 완성되어 그 결과물이 탄생했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널리 확산되는 것은 그것이 성공적인 기술혁신임을 증명해준다. 최종적
으로 그것이 충분한 생애를 다했을 때에는 다른 기술혁신의 결과물에 의해 대
체되는 과정이 일어나며, 이런 과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인 것이다.
일반적인 이런 생애주기에 다음으로 추가되는 개념은 지배적 설계이다.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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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설계는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조금씩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유사 기술들이
서로 경쟁할 때, 그 중에서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의 위치를 점하게 되어
다른 경쟁자를 물리는 유형의 제품이나 기술을 지칭한다(Utterback & Abernathy
1975). 이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소위 쿼티(QWERTY) 자판이라고
알려진 키보드 영문 자판 배열이다. 초기에 자판배열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이 경쟁하다가 어느 하나가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시장에서 표준의 위치
를 차지하게 되면 이제 후속 제품은 이 디자인을 따라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
경우 쿼티 자판이 키보드의 지배적 설계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지배적 설
계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열성적인 초기 이용자들만
사용하는 기술이나 제품이 아니라 일반 대중으로 더 크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배적 설계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소비자들은 이후에
전환비용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제
품
확
산

도입

성장

성숙

쇠퇴

시간

<그림 2-2> 전형적인 제품 생애주기
어떤 하나의 기술이 지배적 설계의 지위를 차지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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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제품과 기술이 서로 경쟁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조금씩 다른 새로운
제품이 자주 등장하게 되고, 이는 곧 제품혁신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후에 지배적 설계가 만들어지면 이후의 제품은 큰 변형을 추가로 만들 필요
가 없고, 이 단계에서의 경쟁은 가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
업들은 생산비용을 줄이려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결과 생산 과
정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리하자면 제품혁신이 먼저 일어난 뒤에
공정혁신이 일어난다는 기술혁신의
Abernathy 1975).

시간적

패턴이

존재한다(Utterback

&

다음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기술혁신의 빈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선 <그
림 2-2>에서 제품의 확산에 따른 생애주기를 도입-성장-성숙-쇠퇴의 단계로 나
누었는데, 각 단계마다 이루어지는 기술혁신의 빈도를 따져볼 수 있다. 가장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초기에 기술혁신의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것
은 앞서 지배적 설계가 등장하기 전에 여러 경쟁기술이 등장하는 것을 떠올리
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혁신의 빈도는 낮아진
다. 그리고 쇠퇴기에 접어든 기술에서는 기술혁신의 빈도가 극도로 낮아지고,
이루어지는 기술혁신의 수준도 점점 사소한 것에 국한되게 된다. 결국 제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기술혁신의 빈도 역시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 관점을 크게 확장시켜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을 동
시에 고려해보자. 즉 현재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있는 기술들의 목
록을 생각해서 이들을 적절한 기준으로 배열해 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시대의 기술을 배열하면 지금 가장 급진적인 혁신을 이루고 있는 분야와 곧 생
애를 끝마칠 기술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자료들은 기업들의
투자전략과 기술 선택에 도움을 주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주로 가트너
(Gartner)가 수행하는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이다.
하이프 사이클은 기술의 생애주기에 따른 기대치나 지명도를 표시한 것이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진다. 그리
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대치는 원래 기술이 갖고 있던 잠재능력을 앞지르게 되
는데, 이것은 일종의 거품에 해당한다. 더 시간이 지나면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
못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거품은 사라진다. 이 단계에서는 이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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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람들만 주로 관심을 갖게 되고 해당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이 알려지
고 되면서 기술이 일정한 생산성을 유지하는 원래의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
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이 기술에 대한 새로운 혁신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기술은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과잉 기대치의 정점
생산성 고원

지
명
도

계몽의 경사

환상의 바닥

기술의 시작
성숙도
5

<그림 2-3> 하이프 사이클

하이프 사이클의 각 단계에 대한 가트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의 시작 (Technology Trigger) : 기술의 잠재성이 드러나고, 기술의
초기 개념이 알려진다. 미디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상업적 성공
의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
2. 과잉 기대치의 정점 (Peak of Inflated Expectations) : 초기의 성공 사례가
공개된다. 여러 기업들이 해당 기술시장에 뛰어든다.
3. 환상의 바닥 (Trough of Disillusionment) : 실패 사례들이 드러나고, 생산
5

이 그림은 Gartner 웹사이트에 게시된 그림을 한글로 옮겨 다시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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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나타난다. 살아남은 공급자들만이 투자를 지속
하고 그들이 초기 열성 사용자 집단의 만족도를 서서히 향상시키기 시
작한다.
4. 계몽의 경사 (Slope of Enlightenment) : 이 기술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명확해지고 고정된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더 확산된다. 이
기술의 다음 세대 형태가 등장한다.
5. 생산성 고원 (Plateau of Productivity) : 열성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
중들에게 확산된다. 기술에 대한 평가와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된다. 해
당 기술의 시장의 경계가 분명하게 결정된다.
이 기준을 보면, 5가지의 단계는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그것의 초기 형태가
구현되어 지배적 설계가 등장하는 과정까지 집중되어 있다. 지배적 설계가 등
장한 이후의 단계는 이미 새로움으로 경쟁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혁신
에 집중하는 사람들과 집단에게는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이디어가 세상에 등장해서 그 아이디어가 가진 잠재력이 상상만으로 확산되
어 해당 기술의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단계를 지나, 그것의 현실태가 등장하여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해지는 단계까지가 하이프 사이
클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런 관점은 현 시대의 기술혁신 현황을 한눈에 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
들어진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혁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를
찾아 그곳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동원되는 것이 바로 하이프 사이
클이다. 그러나 이 하이프 사이클 역시 기술혁신의 생애주기를 조망하기 위할
뿐이지 각각의 기술혁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
다. 해당 기술의 혁신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만 집중할 뿐 어
떤 방법을 거쳐서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혹은 특정 단계에서 이루어지
는 전형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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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적 기술혁신의 변화
기술혁신을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기술혁신의 방법에 관심이 있는 것
이 아니라 주로 기술혁신의 효과에만 관심이 있다. 전통적으로 기술혁신의 방
법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기술혁신을 하는 방법은 모두에게 동일했고, 저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는 모르지만 그 방법은 내가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이었다. 그러니 방법보다는 효과에만 집중하면 충분했다. 기술혁신을 이루는 전
통적인 방법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세우고, 그것을 구
현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을 판매하거나 확산시키는 것
모두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알아서 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비밀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는 궁금하지 않
았다.
그러나 시대가 서서히 변하고 시장환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경쟁이 치열해지
기 시작하고 경쟁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혼자 다 하기 버거운 환경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특허로 대표되는 지적 재산권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 특허가 법적
으로 보장된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지금이야 특허분쟁이 일상적인 일이지만 과거의
특허분쟁은 지극히 예외적인 신기한 일이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폴라
로이드(Polaroid Corporation)와 코닥(Kodak) 사이에 있었던 분쟁(배진용 2008)을
제외하면 거대한 특허분쟁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접어들
면서 거대 특허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Warshofsky 1994). 특허분쟁이
증가하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특허가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특허가 단순히 자기의 것을 보호하기 위한 수동적인 것
이 아니라, 이를 오히려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자신의 지식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이나 행위자들이 그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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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즉 어떤 기업은 기술혁신의 자원 중 일부를 합법적
인 절차를 통해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고, 이것이 가진 가능성
을 재빨리 깨달았다. 즉 모든 것은 스스로 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신이
잘 하는 부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더 쉽게 기술혁신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전통
적인 기술혁신에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3절

중간단계 : 개방형 혁신과 사용자 참여혁신

1. 개방형 혁신
(1) 개방형 혁신의 의미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내부의 자원만으로 수행되는 R&D에 기초하
여 얻어진 혁신이 아니라, 외부의 기술과 아이디어 등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자사의

혁신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한다(Chesbrough

2003;

Chesbrough & Crowther 2006; 김경연 2007). 개방형 혁신은 결국 내부와 외부의
아이디어를 결합시켜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하는 아키텍처와 시스템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이전부터 흔히 사용되
었다. 비용절감을 위해 일부의 기능을 외부화하는 아웃소싱이나, 특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 연구용역을 주는 일은 일반화된 현상이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자원
을 외부에서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개방형 혁신과 유사하지만, 그렇게 얻어진
자원과 지식이 내부의 아이디어와 융합되고 결합되는 과정이 생략된 단순한 정
보의 일방향적인 흐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방형 혁신과는 차별된다. 이것은
오히려 내부에 지식과 자원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폐쇄형 혁신의 속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2-1>은 전통적인 방식의 혁신과 새로운 방식의 혁신의 원칙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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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정리한 것이다. 전통적인 폐쇄형 혁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쟁자에게 이익
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개방형 혁신은
경쟁자가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경쟁자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 기대고 있다.

<표 2-1> 개방형 혁신과 폐쇄형 혁신의 원칙 비교

폐쇄형 혁신의 원칙

개방형 혁신의 원칙

우리 쪽의 똑똑한 사람은 우리를 위해

우리는 회사 안이건 밖이건 함께 일할

일한다.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발견하고, 개발하고, 우리 손으
로 포장해야 한다.

외부의 R&D는 중요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내부의 R&D는 그 가치를 받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그것

그것으로부터 수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을 가장 먼저 시장에 출시할 것이다.

연구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시장에 처음 내놓는 회사가 이긴다.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시장에 먼저 출시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

우리가 내부와 외부의 자원을 가장 잘

가 이길 것이다.

이용한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IP를 이용하

경쟁자가 우리의 아이디어로부터 이익을

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우리의 비즈

얻지 못하도록 IP를 잘 통제해야 한다.

니스 모델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이들의
IP를 구입해야 한다.

자료 : Chesbrough, 2003: x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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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폐쇄형 혁신 모델은 현재 몇 가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 폐쇄형 혁
신 모델의 핵심은 모든 지적 자원을 내부에서 발굴, 개발, 향상, 구현하는 것이
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식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 환경에서 효율
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폐쇄형 혁신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체스브로는 다음의 몇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Chesbrough 2003).
첫째, 유능하고 숙련된 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유연성이 높아진
노동환경의 변화는 기업 간 인력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우수
한 인력의 이동은 지식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유능
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과거보다 더 쉽게 외부의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
며, 이는 기존의 자신들의 지적 자산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자신의 경쟁력 우위
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 실제로 정보통신 산업
영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똑똑한 외국의 인재들을 활발하
게 받아들임으로써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둘째, 벤처 자본 시장의 성장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최근 10
여 년 간 벤처 자본의 놀라운 양적 성장이 있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 기업들의 등장과 성공은 전통적인 기업이 과연 급진적 혁신을 위한 내부
적인 R&D 투자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다.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 기업들에 투자하거나 그들을 인수함으로써 급
진적 혁신을 위한 지적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분야의 일인
자인 구글이 이러한 형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구글은 창사한 이래 지금까
지 백 여 개가 훨씬 넘는 기업을 인수했다 6 . 구글은 해당 분야의 첨단 기술이
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혁신적 벤처 업체를 주로 인수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진 지적 자산은 구글의 서비스에 통합되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셋째, 외부 조달자들의 향상된 능력도 폐쇄형 혁신을 고집하기 힘들게 만들
고 있다. 시장에 활발히 유입되는 유능한 인재들과 벤처 자본의 양적 확대라는
위의 두 가지 현상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제는 외부에서 조달되는 R&D

6 2014년 4월 기준으로 구글은 지금까지 총 147개의 기업을 인수했다. 구글이 인수한 기
업의 목록은 다음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acquisitions_by_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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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도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더 이상 내부의 R&D만
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는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바, 우선 기
업은 혁신의 모든 과정은 자신이 전부 떠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R&D의 시
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외부의 조달자들은 경쟁 업체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외부에서 조달해야 할 것과 내부 R&D를 통해 개발해야 할 것에 대
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만 성공적인 R&D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원인들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에 기업들은 점차 폐쇄형 혁
신 모델을 버리고 개방형 혁신 모델로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개방형 혁신이라는 개념은 철저하
게 기업에 한정하여 사용된다는 점이다. 기술혁신의 주체를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합적으로 참여하는 현대사회에서 혁신과정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현대 사회에서
최첨단 기술개발의 주도권은 이미 거대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일반
적인 상식이지만, 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지적은 타당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이 가진 본래의 목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이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기술혁신이 궁극적으로 지
향하는 바는 시장에서의 경쟁우위이며, 그 이전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든 간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기업을 거쳐서 세상에 등장하는 것
일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대학과 중요 정부기관들도 기술혁신의 중요 주체이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얻어진 기술혁신 및 그것의 재료는 주로 기업을 거쳐 최
종적인 산물로 생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역할은 기술혁신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지식생산에 더 가깝다. 따라서 개방형 혁신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은 혁신과정에서 일어난 그 어떤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만을 주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더 효율
적인 이론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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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 혁신의 배경
최근의 시장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산업의 영역
은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 변화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
다도 제품의 수명 주기가 매우 짧아졌다는 사실이다(Saxenian 1991). 이에 대한
가장 손쉬운 사례는 바로 ‘무어의 법칙’을 대체한 ‘황의 법칙’의 등장이다. 무
어의 법칙은 인텔의 창립자였던 고든 무어(Gordon Moore)가 1965년에 제창했던
주장으로, 반도체에 집적되는 트랜지스터의 숫자는 18~24개월마다 두 배씩 증
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이론을 의미한다(Moore 1965). 이 주장은 최근까지 잘 맞
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02년 국제반도체학회(ISSCC)에서 삼성전자의 황창
규 사장은 18~24개월이 아니라 1년에 두 배씩 증가할 것이라는 소위 ‘황의 법
칙’을 제시하였다(신용인 2009, 25). 법칙이란 단어로 인해 새롭게 발견된 규칙
성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사실 삼성전자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실제로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법칙이 유효한
것임을 몸소 입증하였다7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의 구체적인 정확성을 따지
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시
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제품의 등장이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수명 주기가 단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무어
의 법칙을 일시적으로나마 대체했던 황의 법칙 그 자체가 이런 변화를 상징하
고 있다.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은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빨리 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신제품에 대한 R&D의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신제품에 대한 R&D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
과 비용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게다가 재
빨리 후속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다 하더라도 그 제품으로부터 수익을 거둬들이

7

삼성전자는 1999년 256MB 플래시 메모리 제작부터 시작하여 이후 7년간 매년 용량을
2배씩 늘린 메모리 제품을 개발한 바 있다(이코노믹조선, 200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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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도 함께 짧아졌다. 이런 과정은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
할 때부터 매우 많은 상영관을 확보하여 짧은 시간에 거대한 수익을 거둬들이
는 방식을 연상케 한다. 또한 재빠르게 시장에 출시했다 하더라도 경쟁제품에
밀려 실패했을 때는 후속 제품을 더욱 빨리 준비해야 하면 그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는 경향은 기업들에
게 더 큰 리스크를 안겨주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기술-시장 환경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여주게 된다. 빨
라진 제품 수명 주기는 기업이 향후의 시장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이
에 따라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쉽지 않게 된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급진적 혁신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기업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의 점진적 향상에만 점점 더 매달리게 된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
하는 이런 성향은 주주의 입장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발달한 최근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또 지적해야 할 것은 이렇게 변화된 기술-시장 환경에서는 단 한 번의 실패
만으로도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제품의 수
명 주기가 짧아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내부 R&D 비용 때문에 단 한 번
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기업에 가져오는 피해는 해당 기업을 회복 불능의 상태
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엄청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가급적 모험
을 회피하고, 급진적 혁신에 대한 투자에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점진적 향상을 추구하는 것은 불확실
성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왜 기
업들이 제품 개발 과정에서 돌파(Breakthrough)적인 혁신을 일상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흔히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von
Hippel et al. 1999). 첫째,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기업들은 단기간의 성과에 집중
하는 강력한 경향이 있다. 둘째, 개발자들이 돌파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그들
을 이끌고,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효과적이면서 일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변화한 기술-시장 상황은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들로
하여금 급진적 혁신을 위한 가능성보다는 위험의 회피를 선택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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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적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의 하나로써 개방
형 혁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방형 혁신은 높아진 기업의 내부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이며, 그것이 바로 많은 기업
들이 개방형 혁신을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Chesbrough 2006;
Chesbrough & Crowther 2006). 기업의 입장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R&D 비용과
장기적인 기업의 미래를 위해 R&D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현실 조건에
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다. 따
라서 최근의 기술-시장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개방형 혁신에 대한 강력한 압력
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적인 현상이 하나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경쟁 기업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개방형 혁신은 외부의 자
원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의 것을 일방적으로 가져오기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위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기업이 외부의 업체와 공동으로 R&D를 수행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어진 지적 자산은 100% 자신의 것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렇게 얻어진 지적 자원은 경쟁 기업에게도 도
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이후에 소개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왜 기업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혁신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
한 질문이 된다(West & Gallagher 2006).
기업이 개방형 혁신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첫째, 기술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개방형 혁신을 통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낼 수 있
다. 따라서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자신들 혼자로는 완성하기 힘든 급진
적 혁신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기업이 위의 모순점에도 불구하고 개방
형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개방형 혁신으로 인해 경쟁 기업이 약
간의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월등히 더
크기 때문이다.
개방형 혁신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처럼 되었다. 그런데 외부의 자원을 가져온다고 무조건 문제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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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외부의 것은 자원이지 해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것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전히 기
업 스스로의 몫으로 남는다. 따라서 개방형 혁신은 과거 전통적인 폐쇄적 혁신
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과거의 방식에 필요했던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과거 폐쇄적 혁신을
잘 하지 못했던 기업이 갑자기 개방형 혁신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곧바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외부의 자원이 중요하긴 해도 여전히 자신
만의 자원과 능력이 부족하면 개방형 혁신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개방형 혁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내부의 지식과 결합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개방형 혁신은 외부의 것을 가져오는 과정과 내부
의 것을 결합하는 두 개의 과정으로 분리될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과정이 모
두 원활하게 이루어져만 성공적인 개방형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의 지적 자원을 가져와서 성공적인 개방형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는 오히려 내부 R&D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성공적인 개방형 혁신
을 위해서는 내부 R&D는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개방형 혁신을 위해 내부
R&D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임무는 다음과 같다(Chesbrough 2003, 53). 첫째, 어
떠한 외부의 지적 자산이 필요한지,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것인지
에 대한 명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것은 외부에서 조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채울 수 없는 지적 자산은 내부 R&D로 구현해야 한다.
셋째, 개방형 혁신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새로운 시스템과 아키텍처를 창조하
기 위해서 외부의 지식과 내부의 지식을 복합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넷째, 내부
R&D를 통해 얻어진 지적 자산이 필요한 다른 영역에 팔아서 추가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상기한 여러 이유로 인해 성공적인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내
부 R&D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으며, 그것의 역할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외부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주변에 대한 탐색의 과정에
중요하다. 따라서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벤처 자본의 흐름에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 벤처 기업에 투자해야 할 필요
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종류의 벤처 기업들은 작은 실험실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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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기 때문이다. 벤처 기업들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충분
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이들의 성과를 받아들여 급진적 혁
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제품의 생애주기가 짧아진 시대에서, 그리고 돌파적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줄이기 위해서 개방형 혁신은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충분한 내적 역량도 함께 필요함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 자산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들의 갖고 있는
자산을 잘 정리해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현재
시점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과거에는 남에게 빼
앗기지 않는 것, 도용 당하지 않는 것만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내가 가진 지식
을 외부의 어떤 것과 함께 결합할 수 있을까 혹은 최신의 흐름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개방형 혁신을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된다.
또한, 개방형 혁신은 영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위자들이 동시 다발적
으로 시도하고 있는 작업이다. 영웅이 갖고 있는 것과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융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위험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동태적인 능력이 필요
하다.

(3) 개방형 혁신의 사례
개방형 혁신은 기존의 폐쇄형 기술혁신 모델에서 외부의 자원을 추가하고 결
합하여 기술혁신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일어나는 동기와 결
합을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 개방형 혁신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일반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외부의 좋은 아이디어를 채용하여 자신의
것과 결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먼저 자신의 것을 사용하라고 공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개된 자원은 다수의 사용자 집단에게 공유되고 그 과정
에서 무언가 새로운 창조물이 창발하는 순간이 탄생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의 기술혁신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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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개방형 혁신의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이것은
주로 기업에서 행해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개방형 혁신에 해당한다. 기업
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개방형 혁신의 형태이자 가장 널리 알
려져 있고 사례는 단연 P&G의 연결발전(Connect & Develop) 전략이다(Sakkab
2002; Huston & Sakkab 2006). 그리고 이와 함께, 개방형 혁신을 이상적인 기업
문화로 발전시켜 위기를 극복한 IBM의 사례(Chesbrough 2003, chap. 5)를 간략하
게 소개한다.
P&G의 연결발전 전략
P&G는 전통적인 방식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던 기업이었다. 전 세
계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직접 고용하고 그들을 통해 내부 R&D를 통해
성장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 스스로 모든 것은 개발하는 모델로는 이전
과 같은 높은 성장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고, R&D 비용은 천
문학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통한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 결과 P&G의
주가와 시장점유율은 폭락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P&G는 새로운 혁신전략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
다. 이전에 P&G가 수행하던 R&D의 방식은 기업 내부를 가로지르는 연결을
통한 혁신이었다. 이는 기업 내부에 있는 여러 개의 실험실에서 얻어진 성과물
들은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혁신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강구한 P&G의 혁신전략은 이것을 외부로 확장시키는 연결발전 전략이었다. 즉,
기업 외부로 연결을 확장시키면 이전의 높은 수익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한 것이다.
새로운 혁신전략은 적중했다. 현재 P&G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35%가 외부의
아이디어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2000년도에 15%에 불과했던 것이 비하면 비약
적인 성장이다. 게다가 내부의 제품 개발 포트폴리오의 45%를 외부에 공개하
고 있다. 게다가 혁신의 성공률도 과거에 비해 두 배로 높아졌고, R&D 비용은
오히려 절감되었다.
P&G가 연결발전이라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중점을 둔 것을 크게 세 가지이
다. 첫째, 가장 중요한 10가지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 년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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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고객을 대상으로 더 발전이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이를 10가지로 정리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과학의 문제로 발전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정식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자원을 찾아내고 그것을 연결
시켜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도 세탁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
다는 고객의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생명공학의 분야에서 해답을 찾아냈
다. 즉, 극지방에서 생존하는 미생물의 효소작용을 이용해서 그들은 문제를 해
결했다. 둘째, 인접(Adjacency)된 영역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확장하
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P&G가 생산하는 일회용 아기 기저귀인 팸퍼스
(Pampers)에 적용된 기술을 다른 유아용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작업이다. 셋째로, 기술을 다른 분야로 확장시켜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찾아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라이선스를 줄 수 있
거나, 팔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고, 다른 기술과 연결해서 발전시킬 수 있
는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다. P&G는 이런 외부로 확장된
연결발전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얻어낼 수 있었다8.
이런 연결발전 전략은 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지만,
P&G가 얻은 이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단발성 협력을 공동연구로 발전
시켜 외부의 파트너와 장기적인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산업 내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
IBM의 개방형 혁신
IBM은 오랜 역사를 가진 기술 중심 기업이다. 1970년대까지 IBM은 전통적인
폐쇄형 혁신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왜냐하면 IBM이 내부적으로 축적하
고 있던 기술능력은 실로 엄청났기 때문이었다. IBM의 가진 연구능력은 다른
기업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났다. 실제로 IBM은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본래부터 연구가 존재의 이유인 대학이 아니라, 제품을 생
산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8

P&G가 연결발전 전략을 통해 실제로 생산한 제품은 바스프(Basf)와 협력을 통해 만들
어진 미스터 클린 매직 이레이저(Mr. Clean Magic Eraser)와 이를 개선한 매직 이레이저
듀오(Magic Eraser Du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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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에도 불구하고, IBM는 무려 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9. 이것만으로도 IBM
의 보유하고 있던 우수한 인력과 축적한 기술 및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수준이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순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큰 부
담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돌파적 혁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 연구가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은 오랜 시간
과 노력이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
이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연구의 문화와 R&D 투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연구를 오랫동안 이끌고 나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1992년 IBM은 극심한 경쟁 압력에 시달렸다. PC 부분에서는 수익성 유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IBM은 컴팩(Compaq)과 같은 PC 전문 기업에 뒤져
있었으며, 게다가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컴퓨터를 생산하지 않는 업체
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또한 워크스테이션 분야도 간신히 수익을 내
고는 있지만 선(Sun), HP(Hewlett-Packard), 그리고 DEC과 같은 업체들과 극심
한 경쟁에 직면했다. 산업을 주도하던 제품이 줄어들자 OEM으로 공급하던 디
스크 드라이버와 테이프 저장장치의 매출도 줄어들었고, 반도체 분야에 R&D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에 뒤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
스나 OS/2 10 와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었다. 이런 상황
은 1992년 말 IBM을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몰고 갔다. 49억 6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2만 5천 명이라는 IBM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를 단행했으며, 1993년에는 경영자가 루 거스너(Lou Gerstner)로
9

IBM에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는 1973년 Leo Esaki, 1986년 Gerd Bining, Heinrich Rohrer,
그리고 1987년 Georg Bednorz, Alex Mueller이다. 이 내용은 IBM이 직접 제작한 다음의

10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03.ibm.com/ibm/history/reference/faq_0000000511.html)
OS/2는 IBM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작으로 제작하던 컴퓨터 운영체제였다. 당시 매우
혁신적인 운영체제로 받아들여졌지만, 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자적으로 윈도우즈95를
발표하면서 두 회사의 협력관계는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IBM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왔지만, 몇 년 전 IBM이 유지보수에 완전히 손을 떼면서 OS/2는 개발이 완전
히 중단된 비운의 운영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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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되었다.
새로운 경영자는 “고객이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한다”는 생각으로 IBM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마침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었다. IBM
은 인터넷이 미래의 혁신 전략에 핵심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이에 준비하였다.
일례로 IBM은 웹에서 페덱스(FedEx)의 물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상하였다. IBM은 이처럼 외부의 공개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공개 표준은 리눅스 운영체제, 자바
(JAVA) 언어,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과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같은 것들이었다. 이것들은 모두 외부의 공개 표준들이었다. 개방형 혁
신이라는 개념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다른 기업들에게 있어 IBM은 관심의 대상
이었다.
또한 IBM은 외부에서 기술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엄
청난 지적 자산을 팔기 시작했다. 이런 지적 자산의 판매는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었다. 실제로 2001년에 IBM이 벌어들인 로열티는 19억 달러에 달할 정도
였다. 과거 폐쇄형 혁신을 추구하던 시절에는 이런 지적 자산을 그저 갖고만
있었을 뿐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IBM의 거시적 개방형 혁신 전략은 지
금까지도 훌륭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IBM은 199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등록한 특허 개수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해마다 1위에 올랐다(Groenfeldt 2013).
1993년이라는 년도는 제법 의미심장한데, 왜냐하면 그 해가 바로 새로운 경영
자인 루 거스너가 IBM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한 해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특허로 등록한다는 의미는 그것을 적절하게 보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
다는 의미이다. IBM은 자신들의 엄청난 지적 자산을 쌓아두기보다는 활용하기
로 결정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많은 투자를 했다 11 . IBM이
11

지금은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기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1990년대에는 찾
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적극적인 사업모델로 발전시킨 레드햇, 그리고
IBM과 같은 기술기업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특히
IBM은 리눅스 코드의 6.3%를 기여했다. 게다가 자신들이 직접 개발을 시작한 유명한
통합개발환경인 이클립스(Eclipse)의 개발에는 1,250만 라인의 코드를 기여했다(Asa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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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기여한 방법은 직접 돈을 기부하기보다는 IBM의 인력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이 연봉을 지급
하는 직원의 작업 결과물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IBM
은 이런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지적 자산 상당 부분을 외부에 공개하였다. 이
렇게 좋은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공개하게 되면 더 많은 사용자와 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IBM은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솔루션이나 하드웨어를 판매할 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IBM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성공적인 개방형 혁신의 성공 사례를 탄생시켰다.
정리
P&G와 IBM의 개방형 혁신 사례는 성공적인 혁신 사례로서 중요한 공통점
이 하나 있다. 양자 모두 내부의 자원과 외부의 자원을 성공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이다. P&G는 내부의 자원과 외부의 아이디어를 연결했고, IBM은 스스로 내
적 자원을 외부에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확산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해야 할 것은 의지와 동기의 문제이다. 이들은 다른 이
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방형 혁신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것을 기꺼이 먼저
공개했고, 이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
서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비전과 강한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괜
찮은 성공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방향이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조직 전체
가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P&G의 연결개발 전략은 기본적으로 기업 대 기업 사이에서 일어난
개방형 혁신의 사례이다. P&G가 먼저 적극적으로 외부의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결국 “오픈”의 대상은 다른 기업에 국한되었다. IBM의
경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공개한 것이지만, 특허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그 대상 거의 대부분이 무언가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적어도 IBM은 P&G보다는 “오픈”의 대상과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볼 수 있지만, 개방형 혁신의 과정에서 그 대상이 기업
에만 국한된다면 개방형 혁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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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렇다면, 개방형 혁신의 과정에서 “오픈”의 대상과 폭을 넓히게 되면 어
떤 형태의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 이외의 대
상과 함께 진행하는 개방형 혁신의 파트너는 대체는 전문가 그룹과 일반 사용
자 그룹이다. 이제부터 이들과의 개방형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2. 사용자 참여 혁신
앞서 다룬 사례는 기업 대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개방형 혁신의 경우에 해
당했다. 그렇다면 기업이 아닌 개방형 혁신의 파트너는 어떤 행위자들이 가능
할 것인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대상은 바로 대학이다. 그런데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무언가를 함께 하는 행위는 기술혁신이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산학
협력이라는 이름이 더 적합하다. 그러므로 기업과 대학과의 관계는 개방형 혁
신이라는 관점보다는 다른 종합적인 협력의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더 올바른
시각이다.
이제 이제 남은 행위자는 사실 상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일반적인 개인들이
다. 이 개인들은 해당 기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용자들이다. 오랫동안 사용자는 단순히 소비만을 하는 수
동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 들어 사용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능동적인
측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다(Oudshoorn & Pinch 2003). 여기서는 이런 사용
자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분류의 기준은 전문성의 수준이다. 왜냐하면 기업
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용자와 일반적인 최종 소비자
라고 부르는 사용자의 위장은 전혀 다르고 따라서 이런 행위자들과 함께 무언
가를 할 때는 그것의 유형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방형
혁신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규모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전문성이 매
우 높은 사용자는 그 수가 매우 적더라도 해당 기업과의 충분히 대등한 관계에
서 개방형 혁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최종 소비자 수준
의 사용자는 많은 사람들이 축적한 데이터로 기여하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사용자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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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사용자 참여 혁신의 여러 사례들을 다루고 이를 종합하고자
한다.

(1) 선도 사용자의 기여
외과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염을 예방해주는 방수천(Surgical
Drapes)이 필수적이다. 수술이 진행되는 부위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를 모두
이 방수천으로 처리해줌으로써 다른 병균이나 오염물로 인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외과수술용 방수천의 역할이다.
이러한 외과수술용 방수천은 오랫동안 3M의 주요 수익 원천이었다(von
Hippel et al. 1999). 그러나 3M은 최근 2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성
취하지 못했고, 이 분야의 기술적 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 3M은 3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첨단의 외과수술을 위한 일회용 가운을
개발하였다. 이 가운은 HIV 바이러스와 같이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의
사와 환자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의 가격이 문제였다. 의사
들은 이 가운을 무척 좋아했지만, 보험회사는 이 가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적 혁신은 시장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겨주고
말았다.
3M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 사용자(Lead User)를 이용하기로 결정했
다. 이를 위해서 우선 회사 내의 R&D 부서와 마케팅 부서를 포함한 여러 부서
로부터 인원을 선발하여 이것을 위한 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주어진 임무가 완
료될 때까지 자신의 업무 시간 중 절반을 이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이 팀의 초
기 목적은 “더 나은 외과수술용 방수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것
을 위해 그들은 약 한 달 반 동안 이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서 직접 이
야기를 들었다. 선도 사용자와 전문가들은 주저 없이 자신들의 좋은 아이디어
와 생각을 팀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워크샵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것들과 선도 사용자
로부터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는 감염을 통제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팀은 아직도 감염이 주된
사망원인 중에 하나인 개발도상국 병원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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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았다. 그래서 팀은 둘로 나누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12, 인도의 병
원을 직접 방문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병원들이 일회용 방수천과 같은 값
비싼 도구 대신에 저렴한 항생 물질에 의존하여 감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
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3M이 자신들이 생산
하는 방수천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결
국 그들의 새로운 목표는 훨씬 저렴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감염 예방 방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팀은 다시 이 분야의 여러 전문가와 선도 사용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혁
신적인 감염 예방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그 중 하나는 수의사로
부터 얻어졌다. 동물의 경우에는 사람에 비해 작은 비용으로 치료의 효과를 얻
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보통 털이 많고 사람보다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악조건에서 작은 비용으로 감염을 예방하는
수의사들의 노하우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
디어의 새로운 출처는 바로 할리우드였다. 배우들의 두꺼운 화장과 분장을 준
비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는 분장 전문가가 피부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에 공헌을 하였다. 이런 수많은 선도 사용자들의 공헌으로 3M의 팀은 총 6가
지의 가능성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중 3개를 선택하여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3M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이용하여 외과수
술용 방수천을 보다 더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 둘째,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스킨 닥터”라는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셋째, 도뇨관이나 튜브에
덧씌워 감염을 막는 “방어막” 방법이 그것이다. 이렇게 선도 사용자를 이용하
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3M이 실시한 방법은 다음의 <그림 2-4>과 같
이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3M은 현재 자신들에게 필요한 혁신이 무엇이고, 이를 위
해 어느 정도의 혁신이 필요할 것인지를 결정했고, 그것을 위해 팀을 구성하였
다. 임무를 맡은 팀은 두 번째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와 선도 사용자들을 직접

12

실제로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는 외과시술 시 3M의 이 제품을 가격 때문에 사용하
지 못하고, 흡수력이 좋은 천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 천은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기 때
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천을 덮어서 깔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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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 그들이 지향하는 최근의 경향과 이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을 파
악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목표하는 시장과 관련한 전
문가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 관리했다.
이들 전문가 그룹은 자신들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대안들을 구
성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고, 이들로부터 얻어진 것들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회사의 관심과 부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
별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작업을 수행된다. 회사의 요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최종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목표설정 및
팀 구성

트렌드 탐색

선도 사용자
네트워크 구성

아이디어
향상

<그림 2-4> 선도 사용자 이용 혁신의 과정13
이와 같은 흐름에서 선도 사용자에 더 집중해 보자. 외과수술에서 사용하는
방수천이라는 제품은 외과수술에만 쓰이는 물건이기에 주된 사용자는 당연히
외과의사들이다. 그러나 이것의 가격은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손
쉽게 쓰는 것은 오직 병원의 정책에 달려 있었다. 이때 3M은 선도 사용자들을
찾아 나섰다. 선도 사용자는 이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새로운 제
품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자들이다. 3M은 방수
천을 사용하는 외과의사들 중에서도 이런 의사들을 직접 찾아 이들과 네트워크
를 구성하였고, 그들이 현장에서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얻은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3M은 제대로 된 문제설정을 할 수 있었
고, 이것은 바로 새로운 제품이 어떤 기능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

13

이 그림은 (Lilien et al. 2002, 1044–1045)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기술혁신의 변천과 소셜 이노베이션의 등장 77

표로서 작용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3M이 선도 사용자의 경험이라는 외부의 자원을 가져와서 개방형
혁신을 성취한 사례이다. 그러나 반대로 3M은 그들에게 개인적인 이득을 안겨
준 것은 없다. 선도 사용자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더
나은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더 나은 수술환경이었다.
이 경우는 외과수술 용품이라는 사용자가 한정된 제품이었지만, 일반적인 제
품에서도 선도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 제품의 기능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제법 많다. 특히 스포츠 용품처럼 사용자의 기술과 경험이 사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경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도 사용자들은 스스로 제품을 더 낫
게 변형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 일부가 실제 제품의 혁신으로 이어지기도 한
다(Franke et al. 2006).
중요한 것은 선도 사용자의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가져와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선도 사용자의 지식과 경험을 가져오는 데에는 두 가지 장애물
이 존재한다. 첫째는 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다. 기업과 사용자의 이익
은 종종 서로 배치된다. 따라서 양자가 모두 우호적이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그
관계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선도 사용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사용자 집단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지
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선도 사용자가 기꺼이 해당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의 전달 자체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고착성 정보(Sticky Information)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von Hippel
1994). 어떤 정보는 전달하기가 무척 어려운 경우가 있다. 사실상 체화된 지식
이나 암묵지(Leonard & Sensiper 1998)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도 사용
자가 확보한 지식과 경험이 이런 형태의 것이라면 그 사람이 그것을 기꺼이 공
유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와서 새로운 혁신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 지식의 소유자가 그대로 혁신자가 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2) 전문가의 기여
선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용자를 지시하지 그들의 전문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

78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니다. 앞서 제시한 사례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외과의사라는 전문가
이었지만, 이것은 우연한 일치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선도 사용자는 개인의 전
문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선도 사용자가 아닌 전문가가 혁신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는 선도 사용자가 아니어도 무방할뿐더러
심지어 아예 사용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가 기업의 개방형 혁신
의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은 그가 중요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자신이 얻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개
방형 혁신을 성취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Lettl et al. 2006). 하나는 의료로봇
의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탈장(Hernia) 환자를 위한 보형물(Implant)의 개발이
다. 두 사례 모두 의사로서 스스로 의료 장비를 직접 개발했지만, 전자는 시장
에서 실패했고, 후자는 성공했다. 이 양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로 수술용 치료로봇의 사례이다. 1990년대 초반, 독일의 신경외과 의
사 볼커 어반(Volker Urban)은 전통적인 신경외과 수술에 의문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동안 실시되었던 수술이 밀리미터 이하의 정밀성을 갖
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장비는 그러한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매우 정밀한 수술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핵발전소
의 조종실과 같은 의학 이외의 영역에서 찾기 시작했다.
여러 분야의 기술을 탐험한 끝에, 그는 마이크로컴퓨터와 로봇공학을 결합한
새로운 기술을 신경외과 수술에 사용하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비전
을 “수술실

5”라고 불렀다. 이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경외과 수술

을 위한 의료용 로봇 시스템이었고, 부가적인 것은 신경외과 수술 과정에서 촉
각에 입각한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는 조종장치였다.
1995년 어반은 자신의 계획을 학술회의에서 처음 발표했고, 때 마침 여기에
참가한 지멘스(Simens)와 접촉하여 최초의 견본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얻어냈다. 하지만 지멘스는 의료 로봇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핵심 기술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어반은 적당한 기술적 파트너를
찾아야만 했고, 마침내 로봇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의 기술자와 접속하여 그들이 최초의 견본을 제
작하는데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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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0월, 마침내 제대로 작동하는 의료 로봇의 최초 견본이 제작되었다.
이후 어반은 이 로봇이 실제 수술실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장하
는 일에 몰두하였다. 우선 그는 이 의료용 로봇이 임상 테스트를 거칠 수 있도
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독립하여 아예 URS(Universal
Robot Systems)이라는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여 본격적인 마케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제품은 그가 초기에 원했던 높은 정밀성이라는 기술적 목
적을 충족시키는 데에 성공하였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실패한 제품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탈장 환자를 위한 보형물의 사례이다. 외과적 수술로 탈장을
치료한 환자들은 보형물이 삽입된 후 심각한 문제를 경험한다. 환자들이 보고
하는 바에 따르면, 삽입된 보형물이 마치 몸 속에 ‘널판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
진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의 의학적인 이유는 전통적인 보형물이 다시 성장하
는 인체의 조직처럼 생체에 적합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보형
물은 인체 조직에 손상을 주고, 환자들이 느끼는 이물감을 발생시키게 된다.
1996년, 독일 아헨(Aachen) 대학 병원의 볼커 슘펠릭(Volker Schumpelick)은
생체에 거부반응이 없는 완벽히 새로운 보형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Schumpelick & Klinge 2003).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보형물의 재료로서 폴리프
로필렌(Polypropylene)을 사용하고자 했다. 더 가벼운 재료로 새롭게 만들어진
보형물은 생체 조직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자신의 연구실에서
실시된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의학적 유용성을 확인한 후, 그는 복
벽(Abdominal Wall)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메라 시스템의 발전이 필요하다
는 것을 깨달았다. 슘펠릭은 카메라 시스템에 정통한 기술자들의 협력으로 그
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제 다음의 목표는 최초의 견본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섬유공학에 정통한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걸림돌이 등장했다.
슘펠릭은 섬유공학을 선도하는 기관과 접속하여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보형물
의 최초 견본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성공을 발판으로 슘펠릭은 의료 보형물 분야에서 큰 명성을 쌓고 있는 선
도 기업에 접근하였다. 카메라 기술의 전문가, 섬유공학 연구 기관, 대량 생산
기업, 그리고 전문가로서 슘펠릭은 함께 새로운 보형물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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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였다. 여기서 그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
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능동적인 협력을 조직해냈다.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은 이 보형물의 적합성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슘펠릭과 라이
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2년 이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장 수술에 쓰이고 있다.
위의 두 사례는 모두 개인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급진
적 혁신으로 연결시킨 사례이다. 이 두 사례는 고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사용자가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스스로 문제의 핵심을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했을 뿐
만 아니라, 상업화의 시도에까지 연결된 급진적 혁신의 사례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첫째, 혁신적인 사용자의 전문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
라는 점이다. 이 두 사례 모두 의학적인 분야라는 공통점은 이런 측면에서 중
요한 요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외과 수술에서 앞으로 더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
들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정보는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영
역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겸비된 조건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귀한 정보이다. 즉, 고착성이 매우 높은 정보들인 것이다(von Hippel 1994; von
Hippel 1998). 이런 정보들은 특정 의학적 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혁신과정에 관련된 사용자의 전문성 수준은 사용
자 참여 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보통의 사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사용자들이 선도 사용자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
지만, 이 사례에 등장하는 혁신적 사용자는 모두 이 수준을 넘어서는 “극한의
사용자(Extreme Us

”로 볼 수 있다(Lilien et al. 2002).

둘째, 두 사례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혁신적인 사용자는 모두 새로운 기
술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포착한 문제점
의 해결을 위해 자기의 전문 분야인 의학이 아닌, 외부의 지식을 탐색하였다.
URS의 사례를 보면, 어반이 해결하고자 한 문제의 핵심은 정밀성을 높이는 것
이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람의 손이 떨리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
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술과정이 “사람의 손”을 떠나야만 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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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곳을 물색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이 아닌
기계와 로봇에 의해 통제되고 조종되는 핵발전소였다. 그는 이곳에서부터 로봇
을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생체에 더 적합한 보형물을 제작
하고자 했던 슘펠릭도 마찬가지이다. 그 역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카메라 기술
과 섬유공학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 분야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혁신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인 노력이
급진적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이 두 사례의 혁신적 사용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만을 제공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발과 생산의 영역에 개입한 기업
가적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 혁신의 원천을 외부에서 끌어들였
을 뿐만 아니라, 혁신의 상업화를 위해 혁신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이 점이
바로 P&G의 연결개발 전략과 이 두 가지 사례가 갖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다. P&G의 전략은 기업이 혁신과정의 출발점이었지만, 이 경우는 철저하게 전
문가 개인이 모든 혁신과정의 기원이며, 기업은 그 전문가가 동원한 네트워크
의 구성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혁신적 사용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혁신으로 창조해내기 위해 스
스로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시켰고,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혁신 과정을 조율,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업이 아닌 개인이 이러한 혁신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있다. 우선, 제기된 문제들이 그 분야만의 전통
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다른 영역의 전문 지식을 적극적으
로 끌어들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초기 단
계에서 해당 분야에 정통한 기업이 혁신적인 사용자의 급진적 아이디어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모험적인 도전도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해결책으로 제시된 외부의 지식은 해당 기업이 정통하고 있는 자신
의 핵심 기술과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압력과 관련 기업의 수동적인 태도가 혁신적인 개인으로 하여금 능동적
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과정은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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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혜택을 가져다 준다. 일단, 관련 혁신이 시장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혁신적인 개인들이 제품 견본까지 생산하게 됨으로써 기업들은 그 과정에까지
이르는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전문 영
역 이외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기업은 새
로운 영역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다. 이 뿐만 아니
라, 급진적 혁신은 새로운 기술 흐름을 창조해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자연스
럽게 해당 기술 흐름을 습득하고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리고 무
엇보다도, 이런 혁신의 과정에서 얻게 된 새로운 네트워크를 향후 R&D 과정에
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급
진적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된다.

(3) 사용자 집단의 기여
앞서 다룬 사례들은 혁신과정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전문성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문성이 높지 않은 보통의 사용자들도 혁신의 과정
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소수의 사용자가 아니라 대규모의 사용
자 집단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어떤 일을
수행하려면 매우 많은 비효율이나 큰 비용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중심
으로 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비효율을 절감시켜 큰 비용이 들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대규모 사용자가 참여하는 기술혁신의 사례는 대부분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대규모 사용자 집단이 참여하는 기술혁신의 과정 사례로서 여기에서는 다음
의 두 가지를 다룬다. 하나는 사용자 툴킷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베타 테스트이다. 두 가지 모두 대규모의 사용자 집단이 필수적이며, 그 결과로
해당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결과가 연결된다.
먼저 사용자 툴킷을 살펴보자. 툴킷이라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으로써 사용자가 자기의 취향과 요구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바대
로 약간의 수정을 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가능한 수정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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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핵심이 아닌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컴퓨터 게임에 제공되는 툴킷이다. 일례로 심즈
(Sims)라는 유명 컴퓨터 게임은 사용자가 자신의 캐릭터의 의상, 외모, 머리모
양 등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자신만의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Prugl & Schreier 2006). 따라서 툴킷은 사용자들의 아이디어를 이
용하여 제품을 보다 더 풍부하게 만드는 유용한 도구인 셈이다(Piller & Walcher
2006).
컴퓨터 게임에서 툴킷을 이용하는 방식에는 단순히 캐릭터의 디자인을 변경
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툴킷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사용되는 지도이다. 이런 게임은 지도가 승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도를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Jeppesen 2002). 이것과 관련하여 가장 친숙한 예는 우리나라
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스타크래프트(Starcraft)라는 게임의 성공이다. 이 게
임도 역시 개인이 지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새로운 지도는 많은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이는 다시 게임의 인기
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스타크래프트의 이런 인기로 인해 이스포츠
(E-Sports)라는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 탄생하기도 했다.
또 특정한 툴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제품을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
에 기여하는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스킨(Skin) 제작이다. 스킨이
라는 것은 일종의 외부 디자인을 의미한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스킨을 변경하
면 마치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처럼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스킨이 존
재하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다양한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만든 다양한 스킨으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
이 바로 제로보드(Zeroboard)4라는 웹 게시판 프로그램이다. 지금은 XE(eXpress
Engine)라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어 있지만, 가장 높은 인기를 얻었던 과거
버전은 12,000개 이상의 스킨이 제작되어 공개되어 있다14. 사용자가 만든 다양

14

제로보드4는 현재 공식적으로 제작과 지원이 중지되었다고, 사용자가 새로운 스킨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용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로
보드4의 스킨은 12,625개이다. 사용자들에 의해 생산된 제로보드4 스킨의 목록과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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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류의 스킨은 해당 제품을 매우 풍부하게 하여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또 다시 다양한 스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지
속적으로 자동적인 혁신의 과정에 놓인다.
사용자가 툴킷을 이용한 사용자 참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유
이다. 사용자가 만든 새로운 캐릭터의 디자인이나 지도, 그리고 스킨들은 그것
이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또한 툴킷은 사
용자가 쉽게 제작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사용법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그렇다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시
간을 투자하면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 대체로
툴킷은 전문적이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사용을 위해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전문성은 요구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어떤 사용자들은 툴킷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실제로 심즈라는
게임의 툴킷은 매우 다양하다. 그것들 대부분은 게임 제작 회사에 만든 것이라
아니라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더 강력한 툴킷이다. 이런 사용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방식은 예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의도적인 악용(Abuse) 15 하기 위한 도구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다음으로 베타 테스트를 살펴보자. 컴퓨터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제작
하는 기업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일정한 개
발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 과정은 보통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알파 테스트,
선별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베타 테스트를 거쳐, RC(Release Candidate)를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리테일(Retail) 제품을 내놓은 순서로 진

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xpressengine.com/zb4_skin_user)
15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갖춘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만든 툴킷들도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게임 캐릭터를 나체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진영을 훤히 다 볼 수 있
도록 만들어 쉽게 게임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나쁘게 사용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악용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오히려 평
범한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제품의 시장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
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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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다. 모든 제품들이 이런 절차는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베
타 테스트가 많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베타 테스트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을 주로 사용하게 될 사람
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전 테스트를 의미한다. 이 테스트를 통해 기업은 해
당 제품의 문제점과 버그를 수정하고,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 최종 제품
에 반영한다. 따라서 베타 테스트는 최종 제품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베타 테스트는 일반적인 사용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기에 그다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게다가 더 많은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용자
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될수록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사용자 참여가 이루어지는 혁신의 과정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서버에 접속하는 상황에 대한 대
비가 사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테스트가 필
수적이다. 이런 경우 전문성은 높지 않은 일반적은 사용자가 매우 많이 필요하
게 된다. 베타 테스트는 바로 이런 경우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이런 테스트
를 통해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거대한 혁신을 이룰 수는 없지만, 시행
착오를 줄이고 점진적인 기능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가치는
충분하다.
결국, 기업이 처음부터 툴킷을 만들어 포함시키고, 출시 이전에 베타 테스트
를 거치는 것은 사용자의 대규모 경험을 통해 얻어진 시행착오와 부가적 가치
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자원을 채용하여 자신의
경쟁우위를 높이려는 개방형 혁신의 한 사례가 된다. 하지만 이것이 앞서 제시
한 전문가와의 개방형 혁신의 경우와 다른 점은 각 사용자 한 명마다 돌아가는
혜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툴킷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도나 모드(MOD) 16
16

모드 게임에서 “모드”라는 말은 “Modification”을 줄인 것이다. 모드 게임은 원래 있던
게임의 일부를 사용자가 직접 수정해서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게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 개발사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툴킷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모드 게
임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단연 “카운터 스트라이크(Counter Strike)”라는 슈팅게임
이다. 이 게임은 “하프 라이프(Half Life)”라는 원작 게임을 변형한 것인데, 원래의 게임
보다도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더 큰 인기를 얻을 정도로 크게 성공한 모드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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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만든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수 있다는 점
이외에는 특별한 이익이 기대되지 않는다. 반면 이런 사용자의 창작물이 널리
활용될수록 기업은 그만큼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따라서 기업은 지속적
인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반면, 베타 테스트는 사용자에게 크진 않지만 직접적인 혜택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제품을 경험해본다는 것이다. 베타 테스트에 참여
하는 사용자는 선도 사용자나 전문성이 높은 사용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
당 제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아니다. 이런 이들은 그 제품에 일
정 정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며,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여 남들보다 먼저 그
제품을 경험해볼 수 있는 혜택을 얻는 대신 그 경험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식
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교적 손쉽게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4) 사용자 참여 혁신 사례의 종합
지금까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기술혁신을 이룬 사례들 몇 가지를 확인했
다. 각 사례마다 사용자의 전문성의 수준이나 참여하는 사용자의 규모 등에 있
어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 사용자를 혁신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
들로부터 경험과 지식을 얻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개방형 혁신의 과정이 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어떻게 사용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과, 그렇게 참여한 사용자들로부터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얻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기술혁신의 결과가 기업과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일종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이것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
이 중요하며, 후자의 경우 고착성이 높은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사례는 3M이 선도 사용자를 활용하여 외과수술용 방수천의 새
로운 돌파구를 얻었던 것, 수술용 로봇과 탈장 보형물의 경우처럼 전문가들이
직접 혁신을 주도하여 개방형 혁신의 네트워크 구성을 시도한 것, 사용자가 직
접 툴킷을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덧붙이거나,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여 제품
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들 사례들의 특징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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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사용자 참여 혁신의 사례 비교

추진 주체

관련 사용자

3M의 방수천

로봇과 보형물

(선도 사용자)

(전문가 개인)

기업 주도 + 선
도 용자

전문가 개인
주도 + 기업
네트워크

툴킷

사용자
커뮤니티

소수

개인

매우 높음

매우 높음

혁신의

급진적 혁신

급진적 혁신

점진적

내용

(새로운 돌파구)

(신제품)

혁신의 축적

규모

사용자
전문성 수준

생태계
구성

베타 테스트

기업 주도 +
사용자
커뮤니티

다수

매우 다수

중간

중간

혹은 높음

혹은 낮음

점진적 혁신

형성된 혁신

사용자 주도

단발성 이벤

기업이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강

생태계가 필수,

트로 생태계

유지시킬 필요

력하게 유지할

이를 기업이

를 구성할 필

필요

지원할 필요

연성은 없음

사용자 참여 혁신의 과정에서 어느 행위자가 핵심적 주체이고 어느 행위자들
이 동원되거나 혹은 부수적 주체인지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
다. 왜냐하면 사용자 참여 혁신은 여러 행위자들이 무언가를 공유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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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어떤 이익이 기대되지 않으면 혁신 과정에 참여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호혜적 관계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위
상은 그 행위자가 얻어야 할 이익의 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당 행
위자가 부수적으로 동원된 주체라면 거기에 걸맞은 혹은 그 행위자가 기대하는
혜택이 돌아가야 개방형 혁신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혁신 과정에 참여하
는 여러 행위자들의 위상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다. 그러므로 기업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갖고 선도 사용자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 동원하는 것과, 전문가 개인이 자신의 비전을 갖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낳는다. 그리고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가 혁신의 파트너들에게 그들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만큼의 혜택
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용자 참여 혁신을 위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반대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기대했던 혜택이 돌아오
지 않게 되면 네트워크는 붕괴되고 개방형 혁신은 실패하게 된다. 로봇수술의
사례가 그러한데, 이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볼커 어반은 여러 관련 기업들을 설
득하여 제품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는 성공했지만, 그 결과물로부터 참여
기업이 가져갈 이익이 가시화되지 않자 네트워크는 무너졌고, 결국 이 제품은
시장에서 실패했다. 그는 분명이 이전보다 기술적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어내는 데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기능을 구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시
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3M이 기존의 방수천에서 새로운 돌파적
혁신을 시도했던 것은 기존의 방수천의 성능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었다. 즉 어반이 제작했던 수술로봇은 3M의 이전 방수천과 같은
것이었다. 결국, 개방형 혁신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요소는 행위자들 간의 긴
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들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충족되는가 여부이다.
다음으로 볼 것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규모이다. 이것은 사용자의
전문성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 전문성이 높은 사용자는 드물고, 이들을 많이 동
원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필요하며, 실제로 많이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
의 향상이 참여한 전문가의 숫자에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전문성이

기술혁신의 변천과 소셜 이노베이션의 등장 89

높은 사용자가 참여할수록 그 사람의 전문성의 수준과 식견이 중요하다. 기업
이 전문성 높은 선도 사용자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런 소수의 사용자들을 이
전부터 잘 관리하여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전문성이 수준
이 중요하지 않은 대규모의 일반 사용자 집단을 동원하는 베타 테스트 같은 경
우, 참여하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인가보다는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경험을
얻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다.
다만, 툴킷의 경우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 툴킷을 제작하는 사용자의 전문
성은 폭이 넓다. 낮은 수준의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모드 게임
처럼 정교한 작업은 나름대로 수준 높은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
업을 이런 개인 제작자들의 결과로부터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져오는 이익은 사전에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할 수 있
는 일이란 더 나은 툴킷과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생태
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수한 사용자 제작 결과물
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사
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막연한 운에 기대는 것보다는 더 낫고,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물이 등장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얻어내는 이익을 더 크게 해준다
는 점에서도 이런 생태계의 구성은 중요하다.

3. 개방형 혁신과 사용자 참여혁신의 한계와 딜레마
개방형 혁신은 기술혁신의 과정 중 어느 하나의 단계에 외부의 자원을 동원
하여 기술혁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패의 위험을 낮추려는 전략이다. 내가 남
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의 것도 공개해야 한다. 주요 행위자들
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호혜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거대한 시대적 변화와 개방형 혁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로
인해 개방형 혁신의 발전은 어느 이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수밖
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개방형 혁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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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확산의 속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기술혁신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는 것이
었다.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하고, 결과물을 얻고, 생
산과 지적 재산 관리까지 모든 부문을 동일한 주체가 담당했다. 따라서 수직
계열화된 기업이나, 국가 기관들이 기술혁신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스타일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경쟁과 기술의 발전 속도의 변화 때문이다.
자체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이 거대해지고, 혁신에 동원되는 내부 인력
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큰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진
시장에서 기술혁신의 성공이 곧 시장에서의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그
러니 기업들은 이런 위험을 경감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다른 전략을 고민했고,
그것이 바로 개방형 혁신이었다.
개방형 혁신이 자신의 것을 공개 및 공유하고 다른 이들과 협업을 통해 모두
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임은 이미 상술한 바와 같다. 문제는 공개와 공유의 정
도였다. 기업은 자신이 공개한 것을 바탕으로 경쟁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
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공개와 공유의 정도는 제한적이거나 혹은 특별한 대상
에 한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정보기술은 더욱 빨리 발전하고 있다. 기술의 변화가 빨라졌다는 것은 제품
의 생애주기가 더욱 짧아졌음을 의미한다. 극단적으로 짧아진 생애주기는 기업
이 기술혁신에 실패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실패의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든다.
단 한번의 실패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기존의
개방형 혁신보다 더 나은 더 큰 기술혁신 방법에 대한 혁신의 압력을 받게 되
었다.
아래의 <표 2-3>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그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시한 것이다. 19세기 말에 등장했던 기술적 산물을 미국인
의 25%가 사용하게 되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40년이 넘었다. 포화상태가 아니
라 25%가 사용하는데 걸린 시간임에도 그러했다. 그러니 실제로 기술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1983년에 등장한 휴대전화는 미국인의 25%가 사용하게 되는데 고작
1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기술이 확산되는 속도는 처음에는 느리지만 일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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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수준을 지나면 급격히 빨라지게 된다. 그러니 휴대전화가 포화상태에 이르
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확
산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2-3> 여러 기술의 확산 속도 변화

미국인 25%가 사용하는데

기술

등장한 년도

전기

1873

+46

전화

1876

+35

라디오

1897

+31

텔레비전

1926

+26

PC

1975

+16

휴대전화

1983

+13

인터넷 (웹)

1991

+7

걸린 시간 (년)

자료 : Economist, 2014.03
여기에 더 극단적인 예시가 있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애플의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것이 2007년 6월이었다. 우리나
라에서는 아이폰의 출시되는데 시간이 걸려 2009년 11월이 되어서야 국내에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다. 그런데 2013년 1분기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율
은 무려 73%에 이르렀다(Richter 2013). 아이폰의 국내출시가 늦어지면서 수요
가 보류되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2007부터 2013년까지는 고작 6년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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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6년만에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 상 포화상태가 되었다. 기술의 확산
속도가 극단적으로 짧아졌다는 의미이다.
비단 기술뿐만이 아니다. 대중문화의 확산과 유통의 속도는 더욱 극적이다.
왜냐하면 이런 컨텐츠의 유통이 디지털화하면서 물리적인 이동 자체가 필요 없
어졌기 때문이다. 대중음악의 유행기간은 더욱 짧아지고,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재빠르게 개봉되어야 한다. 유럽의 최신 유행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시간도 무
척 짧아졌다. 이렇게 모든 것의 확산과 유통에 걸리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
지게 되면 다음의 것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진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대
했던 만큼 충분히 빨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은 매우 짧아졌다. 제품의 생애주기가 극단적으로 짧아지면 기업이 갖는
부담감은 급격히 상승한다. 왜냐하면 다음 제품이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
이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충분하지 못한 시간은 다음 제품의 완성도를 확보하
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다음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니 실패를 수습할 여유
도 없이 이미 다음 주기를 따라가기도 버거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 시대의 흐름을 놓치게 되고 결국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기업의 입장에서 악몽과 같다. 개방형 혁신은 실패의 위험
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개발비용을 약간이나마 줄이기 위해 외부의 자원을 활
용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조차도 느려서 따라가기 버겁다. 극단적으
로 짧아진 기술확산의 속도는 개방형 혁신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2) 개방형 혁신의 딜레마
개방형 혁신은 기업이 자기의 것을 외부에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
나 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숙명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
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큰 이익을 얻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도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공개와 공유하는 것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개방형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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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함께 공동 작업하는 대상이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개인이나, 혹은 P&G의 경우처럼 활동 분야가 서
로 다른 파트너와 손을 잡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다.
둘째, 이것이 더 중요한데 개방형 혁신의 결과로 나온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지 절대로 다른 대상을 위한 것이거나 혹은 결과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
는다. 그러므로 그 결과물에 대한 통제권은 오직 내가 갖고 있어야 한다. 개방
형 혁신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파트너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반대 급부를 얻으
면 충분할 뿐, 프로젝트 자체의 결과물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결국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이 보장할 수 없다면 개방형 혁신은 할 필요가 없
는 것이다. 이 문제로부터 개방형 혁신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심각한 제약이 발
생하게 된다.
또한 이 두 번째 문제로부터 연결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중간
결과물에 대한 것이다. 개방형 혁신의 결과물에 대한 통제권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하면 중간 결과물에 대한 통제권도 매우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중간 결과물로부터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나 노하우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중간 결과물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힌트를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결과물에 대한 통제권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외부
에 공개하고 공유하는 경우는 매우 흔치 않다. 그것이 확실하게 불필요한 것이
라는 판단에 이르지 않는 한 여전히 중요한 자원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개방형 혁신이 중간에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개방형 혁신의
파트너는 중간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파트너와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와는 비슷하지만 약간은 방향이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
작할 수 있을까? 중간 결과물에 대한 통제권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
한다면 이런 일을 쉽게 벌어질 수 없다. 따라서 개방형 혁신은 최종 단계에 이
르지 못하면 모두 실패하게 된다. 특정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판단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자원의 낭비이다.
간단히 정리해보자. 개방형 혁신은 본질적으로 파트너 선정에 한계가 존재한
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정된 파트너와만 공동 작업
이 가능하다. 게다가 끝까지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하고 멈추게 되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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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활용하는 것은 개방형 혁신의 본질적 속성 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도입된 전략이 오히려 전반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를 만들어 낸다.

(3) 사용자 참여 혁신의 한계
사용자 참여 혁신의 가장 큰 한계는 사용자가 참여자로 동원된다는 점이다.
즉, 수동성이 문제가 된다. 툴킷과 베타 테스트의 경우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하
기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사전에 정의된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조차 통보 받지 못한다. 정보가 일
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된다. 베타 테스트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의 도움으로 기업을 분명이 어떤 이익을 얻었지만, 그것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비대칭성을 참여의 한계
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생
기기 마련이다.
또한 사용자가 참여하는 단계가 제한적이다. 사용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도 있고, 제조 공정에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베타 테스트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기술혁신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혁신에 도
움이 되는 아이디어와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고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면 해당 기업은 이 혁신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참여자가
개입할 수 있는 단계를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혁신의 한계도 분명해진다.

4절

소셜 이노베이션의 등장

그럼, 확산이 극단적으로 빠른 최근의 사회기술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개방형
혁신의 한계와 개방형 혁신이지만 모두에게 공개할 수 없는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이런 문제는 기술혁신의 주체가 모두 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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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해서 기업이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다. 이런 조건을 살짝 비켜
서 기술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방형 혁신의 한계와 딜레마를
극복하는 현실적 방법이 가능해진다.
더 빨라지는 기술의 수명과 더 치열해지는 경쟁의 압력은 기업으로 하여금
더 빠른 기술개발을 요구한다. 하지만 기술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리적
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이기 위해 최대한 외부의 자원
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혁신 과정에 참여시킨다면 더
빨리 목표를 완수할 수 있다. 게다가 보는 눈이 많으면 에러도 그만큼 적어지
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가능해졌고, 이를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른다.
앞서 용어에 대해 설명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는 영문을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이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한 “사회적 혁신” 혹은 “사회혁신”이라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용어가
기존에 사용되었던 용법과 혼돈을 피하기 위함이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사회
혁신”이라는 용어는 기술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을 새롭게 혁신한
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적 조직, 제도, 공동체의 발전과 같은 시민사회적
구성요소들을 새롭게 고양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이다. 그래서 본 연
구에서는 이 단어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사
용한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철저하게 기술에 대한 개념이다. 기술혁신이 일어나
는 여러 패턴들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 사회적인 요인이 깊게 개입하는 기술혁
신의 과정이 발생했고 이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소셜 이노베이션을 사용한
다.

1. 소셜 이노베이션의 배경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현상이 지금의 시대에서 일어나는 것에는 기술적인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는 연결성(Connectedness)이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도입된 우리 전 세계적 규모에서 전자적 연결성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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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아졌다. 이것이 어느 수준 이상에 이른 현대 사회에서는 이 연결성이 극
단적으로 높아져, 전자적 정보를 주고 받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게 되었다.
이는 글로벌 수준의 협업을 낮은 비용에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높아진 연결
성은 소셜 이노베이션이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배경에 해당한다.
소셜 이노베이션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기술적 배경이 있다. 이것은 소위
혁신도구기술(Innovation Technology)라고 불리는 기술의 발전이다. 이것은 일종
의 생산기술이다.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에 해당한다. 컴퓨터, 문
서작성, 클라우드, 시각화 기술, 협업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기술들
이 성숙 단계에 이르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누구나 새로운 기
술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혁신도구기술이 극도로 연결성이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확산되면
기술혁신의 빈도가 매우 높아진다. 과거에는 특정한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 높은 기관에서만 새로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실험하고 구현하는 활
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기에 누구나 간
편하게 새로운 기술의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그 정보는 다른 이의 시간
을 절약해준다. 이제 혁신은 일상이 된 셈이다.

2. 기술혁신 패턴의 변천
전통적인 기술혁신은 혼자 무언가를 발명하는 과정과 그다지 다를 바 없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신의 아이디어를 물리적 실체로 구현하는 모든 과정은 스
스로 해결하였고, 그 과정은 경쟁자에게 철저히 비밀로 감춰졌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사회적 배경의 변화로 인해 기술혁신의 모든 과정을 단일한 주체가 전
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졌다. 따라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발적인 협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보자면 여러 주체들이 서로 협
력하여 기술혁신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보자면 외부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자원과 결합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협력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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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 혁신이나 사용자 참여혁신에 해당한다.
협력과 자원동원은 동일한 현상을 다른 방향에서 본 것일 뿐이다. 협력을 위
해서 외부의 참여자를 끌어들여 그들의 자원을 이용하려면 그들도 일정부분 이
쪽의 자원을 활용하여 어떤 실용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호혜적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협력과 자원동원은 성립할 수 없다. 만약 이 협력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쪽이 보유한 자원과 상대
방이 소유한 자원의 결합이 지나치게 강력해진다면 그 결합의 결과로서 나온
것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소유권의 문제는 대단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의 협력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질적
주체들의 협력은 서로의 소유권과 통제권이 침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
능하게 된다. 이것은 개방형 혁신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소셜 이노베이션은 최근에 등장했다. 기술혁신의 과정이
점차 개방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사회성이 높아지는 과정이 반복되고 누적되
면서 결국 기술혁신 과정에 참여하는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면 그땐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변모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기존의 기술혁신이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변화했
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소셜 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된 지금도 여전히 전통적
기술혁신은 널리 행해지고 있고,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셜 이노베
이션은 병행하는 현상이고,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혁신의 한 종류이다. 중요한
것은 현 시대의 기술혁신의 첨단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소셜 이노베이션이라
는 것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분명 시간적으로 뒤늦게 등장한 최신의 현상이
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아직은 일부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얼
마다 널리 확산될 것인지는 지금으로선 짐작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은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이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고, 실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셜 이노베이션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소셜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기술혁신과 사회변화의 관계에서 더 많
은 통찰을 얻을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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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통적 기술혁신 네트워크

(B) 소셜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그림 2-5> 기술혁신 네트워크 유형의 차이
위 <그림 2-5>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유형을 비교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전통적 기술혁신의 네트워크는 행위자 중심의 네트워크이다. (A)에
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두 개의 핵심 행위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각각의 행위
자는 하위 행위자들과 그들이 보유한 기술들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통적 기술혁신의 네트워크는 분리될 수 있는 네트워크 덩어리들의 약간 연결
을 통해 크기가 성장하는 네트워크이다. 각각의 덩어리는 내부적으로 탄탄한
결속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덩어리끼리의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협력 없이 단독으로 혁신을 이끌어나간다. 이 네트워크에서 행
위자란 개별 행위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분리될 수 있는 네트워크 덩어리 각
각도 상위 행위자로서 인정될 수 있다. 협력을 할 것인가 그만 둘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은 전적으
로 행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반면, 소셜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구조는 이와 다르다. (B)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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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덩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밀하게 연결된 단일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스스로 참여 혹
은 탈퇴를 결정할 뿐이다. 일단 참여한 행위자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
고 각자가 보유한 기술적 기여를 네트워크게 추가한다. 그러나 긴밀하긴 하지
만 그 관계 자체는 강하지 않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각 행위자는 스스로의 자
의적 판단을 통해 참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 네트워크의 중앙에는 다른 참여자들보다
약간 큰 행위자가 존재하는데 이는 소셜 이노베이션을 조율하는 리더이다. 그
리고 시드테크가 위치한다. 리더와 시드테크를 가장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혁신 네트워크를 핵심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분리되는 것은 사실
상 프로젝트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시드테크는 소셜 이노베이션이 시작하는 기술적 기반을 의미하는데 소셜 이
노베이션은 이 시드테크에 참여자들이 수행한 기술적 기여를 유기적으로 결합
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전통적 기술혁신과 달리 행위자가 아니라 기술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이 참
여하는 행위자는 언제나 교체될 수 있다. 그렇다고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이
중단되지 않는다. 여전히 수행할 충분한 수의 참여자가 남아있다면 소셜 이노
베이션은 그대로 진행된다. 만약 (A)의 네트워크 형태였다면 특정 행위자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기술혁신 과정의 중단을 의미했겠
지만, 소셜 이노베이션에서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리더가 바뀌어도 소셜 이노
베이션을 진행된다. 소셜 이노베이션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기술 그 자체이다.
해당 소셜 이노베이션이 중단되거나 바뀌는 경우는 행위가 아니라 목표했던 기
술적 성취가 바뀌는 경우뿐이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기술이다. 여기서 기술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 행위자에 대한 비인간 행위자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핵심은 인
간과 기술이 분리될 수 없는 이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는 점이고, 여기서
기술을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술혁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러하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문제는 비용문제이다. (A)네트워크는 혼자 따로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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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큰 덩어리가 협력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각각의 덩어리는 내부 조직 운
영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고, 서로의 신뢰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신뢰를 유지
하는 비용은 네트워크가 붕괴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경험적으로 이런 비용은 결코 작지 않다. 반면, (B)네트워크는 참여와 탈퇴가
자의적인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이미 확립된 인터넷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자원봉
사자들은 각자의 업무를 알아서 나누고, 이후에 자동화 기술에 의해 통합되기
때문에 조직운용비용이 거의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B)와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기술혁신은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략적인 과정이다. 목표
로 삼고자 하는 기술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게 되는 의도적으
로 전략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과 도구를 스
스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미 전에 충분히 만들어진 것을 활용하고 그것에 새로
운 고유성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혁신이 성공했을 경우 그 기술혁
신의 결과물은 전적으로 기술혁신을 수행한 행위자들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일견 불합리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런 경우 기술은 누가 만들었는가의 문제가 제법 중요하게 제기된
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이 문제에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소셜 이노
베이션의 과정에서 기술혁신에 기여를 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다. 시드테크
와 그리고 각각의 구성원이 수행한 결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시스템까지도
모두 그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말하는 이질적인
네트워크의 전형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결과물은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요즘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현실화된다.
기술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작용한 결과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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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가는 명확하다. 전통적 기술혁신의 과정은 참여하는 행위자의 의지가 무
척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분에 명확한 선을 긋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소셜
이노베이션은 분명하다. 기술혁신의 결과물은 시스템의 산물이고, 이 시스템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모두 결합된 이질적 네트워크의 총화이다. 그러므로
소셜 이노베이션에서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발명되는 것이 아
니라 이질적인 네트워크의 작용의 결과이며, 이 속에는 인간의 의지와 비-인간
적인 기술 및 지식이 모두 관여한다. 즉, 새로운 기술은 어떤 구조적 산물이라
는 점이다. 이제 문제는 이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것을 위해 소셜 이노베이션의 전형적인 이념형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례
를 통해 소셜 이노베이션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지를 분
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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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오픈소스와 소셜 이노베이션

1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
한다. 컴퓨터라는 기술적 장치를 활용하여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
된 논리적 정보의 집합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의 간단한 정의이다.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장치와 대별된다는 관점에서 논리적 장치로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라는 도구와 그것의 연결체의 총화인 인터넷은 우리 사회
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도 이와 마
찬가지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기능과 위계, 사용하는 목적,
작동하는 기계의 종류와 같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매우 독특한 형식
의 소프트웨어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가진 다른 일반 소프트웨어와의 차
별성은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한다는 점이다. 소스코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공개하면 이와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누
구나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고, 소프트웨어의 제작 기법이나 나만의 기술을 독
점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
용 소프트웨어는 절대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 보통의 상용 소프트웨어
는 내부에서 작성한 소스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바이너리(Binary) 코
드로 컴파일(Compile)한 것을 포장해서 판매한다. 이렇게 컴파일된 코드는 다시
원래의 소스코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지는 그것을 만든 제작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기술을 지닌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이다. 그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런 오픈소스가 본격적으로 가능하
게 된 것은 1980년대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의 영향이 크다(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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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그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을 만들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그것의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 덕분에 1990
년대 새로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고 서로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었
다(Koch 2005; Feller & Fitzgerald 200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인 소스코드를 모두에게 공개하
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 후속 소프트웨어나 원래의 것에 작은 변화를 추가한
변종 소프트웨어가 쉽게 출현한다. 또한 잘 만들어진 소스코드는 프로그래밍
교육예제로서도 기능하기 때문에 후속 개발자의 양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자 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봉사로서 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부심까지 얻을 수 있
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 같은 기능을 수
행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경쟁이 문제가 된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떤
것은 비용이 들고, 다른 것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느 쪽이 시장에서 승
리할 것인지는 명백하다. 그러나 상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일자리를 없애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믿을 수 없는 것
이라고 종종 비난한다. 그들은 큰 제작비를 투자하여 고급인력이 만든 자신들
의 소프트웨어가 더 우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의 주장은 가끔은 올바른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결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밀어내는 사례를 관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는 처음부터 경제적 이윤추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망할 수가 없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간단한 사례로 zip형식의 압축파일이나, FTP(File
Transfer Protocol) 클라이언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10여년 전
만 하더라도 컴퓨터 파일의 크기를 줄여주는 압축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했다. 이런 저런 각각의 장점을 내세우긴 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결국 남은 것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zip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식이 시장을 장
악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오래 전에는 ws_ftp, cuteFT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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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용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서로 경쟁했지만 지금 시장을 장악한
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파일질라(Filezilla)이다.
그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확산될수록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실제
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일종의 분업화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이다. 상
용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다.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대체로 거대한 시스템을 다루는 곳이다. 똑같은 프로그램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범용 소프트웨어는 점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
지만, 각자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해야 하는 기업용 전산시스템은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다. 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대
하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무료라고 것이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도입하고 진입하는 장벽만
낮을 뿐 그것을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자신들에게
최적화시키는 작업은 여전히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이 되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되 그것의 활용 과정
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이 가능해졌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한 기업
은 더 많은 사람들과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자신들에게 기
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확산에 적극적
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가 분명히 상용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침범하는 성격을 지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창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지하는
한 축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독점적 다국적기업에 대항하는 논리로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지향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즉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운
동의 도구로 쓰인 것이다(Chopra & Dexter 2008; Söderberg 2008).
공개된 소스코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업이 그 코드를 이용
하여 손쉽게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그것을 판매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무임승차 행위는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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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도 저작권이 부여된
다. 이것에 대해서는 스톨만이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공개되어 있는 소스를 이
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제규약이다. 스톨만의 아이디어 이후로 이와 비슷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규약이 만들어졌다. 이것과 관련한 문제는 다
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특별한 형태의 소프트웨어임을
확인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기술혁신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유는 소스코
드를 공개함으로 얻어지는 협업의 가능성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
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무엇이 최종적 목표이
고, 지금 어디까지 완성되었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등 관련 정
보를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공동작업을 위한
기본적은 전제조건이다. 소스코드를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는 태생적으로 공동작업에 더 편리하다. 반대로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은 비밀유지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 공동작업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충분한 신뢰가 쌓이지 않고서는 기업 사이의 공동작업이란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래 유지되지 않는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례를 왜 다루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것이
다.
본 연구는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특정한 기술혁신의 패턴이 갖는 메커니즘
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그것을 밝히는 데에 왜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소셜 이노베이션의
전형적인 이념형이기 때문이다. 일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결과물은 물질적
인 형태를 갖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는 순수한 코드의 집합체일 뿐이다. 물리적
실체를 갖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매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손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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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송하고, 수정하고, 다른 것으로 파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는
순수한 논리적 코드의 집합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명백하고, 그것을 실시간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작동시켜서 에러가 발생하면 잘못 구현된 것이고
그 에러를 찾아 수정하면 된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작동하면 그것은 올바르게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자동차 같은 복잡한 기계적 복합체였다면 어떤 기능이
어떤 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 하나도 결코 쉽지 않
겠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런 과정이 매우 간편하다.
다음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경쟁자와의 객관적인 비교가 용이하다. 다
른 경쟁 기술이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거나, 더 처리속도가 빠르거나, 더 적은
리소스를 소모한다면 그것은 더 좋은 것이다. 객관적인 비교가 쉽게 이루어진
다는 것은 더 나은 기술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쉽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공동작업이지만 누가 얼만큼 기여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용
이하다. 공동작업 도구가 발달해 있어서 코드를 생산하는 사람이 총 몇 줄의
코드를 기여했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의 누적적인 결과는 객관적인 지
표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
고, 그 사람이 더 많은 공헌을 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공동
체 내에서 더 큰 인정과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긍정적인 생산의 경
쟁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공정한 평가는 더 나은 후속 창작을 위한 신뢰의
기반구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소셜 이노베이션의 사례로서 왜 중요
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공개하고 공유한다는 전제조건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바로 그 조건 하나로 크라우드소싱과 분기 및 생태계의 구성이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조건인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기술혁신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면 그 과정이 바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소셜 이노베이
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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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례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술혁신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전의 관심은 모두 완성품으로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어
떻게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7 . 그런 관심은
기술이 만들어지는 순간과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기술의 활
용하는 측면에만 주목한 것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흐름으
로 구분된다. 하나는 유럽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정부정책의 차원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다(Ghosh 2006).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시장 점유율은 상당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추가적
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거시경제적 관점 이외에 다른 흐름은
경영학적 관점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스타트업(Start-Up)을 키우는 동력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것은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소프트웨
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적 정신과 관련한 접근이다(Lee et al. 2000). 이 두
가지 접근 모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른 과학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블랙박스(Rosenberg 1982)로만 취급할 뿐이다.
기술혁신을 결과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소프트웨어보다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옮겨야 한다. 그
리고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들이 동원한 기술과 자원들, 그
리고 그것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몇 가지를 선별해서 살펴보고
17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초기 관심은 더 많이 보급하거나(한
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1;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2), 이용을 활성화하는(한국소프트
웨어진흥원 200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 김용훈
2012) 측면에만 집중되었을 뿐 그것을 직접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송위진 2002)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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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그것은 리눅스 커널, 우분투 리눅스, 안드로이드, 파이어폭스, 텍스트
큐브와 워드프레스가 각각 그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선발된 것인데, 일단 나열된 순서는 규모가 크고 기능
이 많은 것부터 규모가 작은 순서이다. 그 다음으로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
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직
접 개발에 참여하거나, 어떤 것은 직접 개발의 주체이기도 하다. 또, 이 중에서
텍스트큐브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이며 다른
것은 모두 글로벌 수준에서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급적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선별했으며, 다른 기술의 도구가
되는 컴파일러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제외하였다. 선별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는 부
분은 소프트웨어의 규모에 비례한다. 특히 리눅스 커널을 소개하는 부분은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초기 역사도 함께 다룰 수밖에 없고, 관련된 기술도 많으
며 참여하는 개발자들도 많기에 더 많은 분량이 할애되었다. 그 외 다른 소프
트웨어는 그것만의 설명에 집중할 것이다.

1. 새로운 생산방법의 발명 : 리눅스 커널
리눅스는 컴퓨터 운영체제 중 하나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상징과도 같
은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리눅스는 리눅스 토발즈(Linus Tovalds)가 1991년에
발표한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그는 당시 타넨바움(Andrew Tanenbaum)이
개발한 미닉스(Minix)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했으나, 미닉스는 태생이 교육용이었
기에 그가 원하던 기능을 모두 담고 있지 않았다. 미닉스를 개조하여 더 낫게
만드는 것은 미닉스의 제작자인 타넨바움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토발즈는
직접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고자 했고, 1991년 최초 버전을 공개하였고, 누구
나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토발즈의 제안에 공감한 많은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리눅스의 발전에 공헌하였고 이후 리눅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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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눅스는 수백 가지의 배포판이 존재하는데18,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누
구나 리눅스에 기반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래
서 각각의 특징과 개성을 가진 수많은 리눅스 변종들이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거대한 리눅스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리눅스는 명실상부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의 상징이 되었다.
수백 가지의 리눅스 배포판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모두 리눅스 커널이라는 공
통의 기술적 기반을 가진 수정본들이다. 수백 가지의 배포판들을 모두 리눅스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이런 공통의 핵심을 갖고 있기에 높
은 이식성을 유지할 수 있고, 리눅스 개발자 공동체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
할 수 있었다. 바로 이 리눅스의 핵심에 해당하는 리눅스 커널이 발전해온 과
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인들이 과연 무엇이
었는지를 지적하는 것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패턴을 파악하는데 무척 중요한 과
정이다.

(1) 리눅스 프로젝트의 시드테크
1991년 리눅스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이후 리눅스가 발전해 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인다(Weber
2004; Moody 2001; Torvalds & Diamond 2001; Wayner 2001). 그러나 사실 리눅스
는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며, 리눅스가 거둔 거대
한 성공은 다른 이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공헌과 더불어 다른 사회적, 기
술적 요인들의 뒷받침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리눅스의 거대한
성공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리눅스 프로젝트의 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세 가지
기술적

조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닉스(Unix),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미닉스가 바로 그것이다. BSD를 유닉스의 한 종류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운영체제에 대한 엄격한 분류 기준을 따지는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문

18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의 종류와 특징 및 사용현황은 DistroWatch라는 사이트에서 확인
해 볼 수 있다. (distrowat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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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리눅스가 탄생하
는 과정에 밑거름이 된 기술이며 리눅스를 이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절대
로 만들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닉스, BSD 그리고 미닉스는 리눅스
의 기술적 선조일 뿐만 아니라 자체로 리눅스의 기반이 된 시드테크이다.
유닉스는 1969년 벨 연구소(Bell Lab)에서 켄 톰슨(Ken Thompson)과 데니스
리치(Dennis Richie)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운영체제이다. 유닉스는 이후 등장한
거의 모든 운영체제에 영향을 미친 선구적인 기술이며, BSD와 미닉스, 그리고
리눅스 역시 “유닉스와 유사한(Unix-like)” 운영체제로 분류될 정도이다. 1960년
대 말은 컴퓨터 산업이 태동하던 시기로서 이제 막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분야
가 등장하던 시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는 유동적
인 상태였고, 그런 하드웨어에서 운용할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갖
추어지지 못했다. 일관되고 통일된 원칙이나 방법론도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각각의 하드웨어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만 했고,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생산성이 매우 낮은 어
셈블리어(Assembly)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개발 방식은 속도도 늦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드웨어가 바뀌면 프로그램은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서 무척이나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서 쓸 수 있
는 운영체제의 개발은 당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1973년 유닉스는 데니스 리치가 만든 C라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새롭
게 제작되면서 다른 하드웨어에도 쉽게 이식(Porting)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거
듭났다. 그래서 유닉스는 다양한 하드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 이식성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분할(Time-Sharing) 방식의 멀티태스킹(MultiTasking) 및 다중 사용자(Multi-Users) 지원을 갖춘 운영체제의 지배적 설계로
자리잡게 된다. 이후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유닉스는 다양한 변종이 등장함
으로써 더욱 거대한 기술 생태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
인 것이 바로 BSD이다.
BSD는 1977년 버클리(Berkeley) 대학의 CSRG(Computer Systems Research
Group)가 개발하고 배포한 운영체제로서 유닉스의 계승자 중 하나로 분류된다.
유닉스라는 선구적인 운영체제가 등장함으로써 컴퓨터 산업과 소프트웨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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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유닉스 발전을 주도한 주체는 주로 기업들이었다. 이
들이 기술적으로 더 나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새로운
기술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BSD의 기여도 매우 중요했다는 점도 함께 인정해
야 한다.
그러나 BSD가 처음부터 자유롭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BSD는 버
클리 대학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 상 AT&T의 소유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용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1년 BSD의 핵심 개발
자 중 한 명이었던 케이스 보스틱(Keith Bostic)이 AT&T가 직접 만들지 않은
코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따라 AT&T가 만든
코드를 새롭게 대체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운영체제를 거의 새롭게
만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소위 “Net/2”라고 알려진 BSD 변종이다. 이것으로
인해 BSD는 인텔의 시스템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이식될 수 있었고 이로 인
해 386BSD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
386BSD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유닉스든 BSD든 간에 당시의 대표적
인 운영체제들은 모두 대형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로 쓰이던 것이었고, 이것은
당시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된 인텔의 시스템과는 전혀 달랐고, 유닉스 계
열의 운영체제를 일반 PC(Personal Computer)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러나 386BSD가 등장함으로써 PC에서도 B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리눅
스도 결국 유닉스와 유사한 운영체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프로젝트였
다. 따라서 만약 386BSD가 더 빨리 등장하여 널리 보급되었더라면19 토발즈도
그것을 사용했을 것이고 리눅스 프로젝트는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실
제로 “386BSD가 리눅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나왔더라면 리눅스는 아마
도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Linksvayer 1993).
리눅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BSD도 여러 가지 변종들이 자유롭게 등장
했다. Dragonfly BSD, FreeBSD, NetBSD, OpenBSD, PC-BSD 등 다양한 변종이 나
19

386BSD는 더 일찍 세상에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USL(Unix System
Laboratories)과 BSDi(Berkeley Software Design)과의 지적 재산을 둘러싼 대한 법적 소송
이 벌어졌고, 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어떤 BSD계열의 운영체제도 세상에 나올 수 없
었다. BSD의 변종들의 등장이 늦어진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법적인 문제였다
(McKusick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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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게 된 것은 단연 FreeBSD이다 20 . 이후
BSD계열 운영체제와 리눅스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운영체제로서 서로
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발전했다.
리눅스 프로젝트의 세 가지 기술적 조상 중 마지막으로, 미닉스가 있다. 타넨
바움이 만든 미닉스도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라는 점에서 BSD와 유사하지만,
이것은 실제 사용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운영체제라는 복잡한
기술 복합체가 작동하는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용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미닉스는 1987년에 등장했고 토발즈 역시 이 미닉스를 사용한 바 있고, 바로
이 미닉스로부터 영감을 받아 리눅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토발즈가 리눅스를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인텔의 x86 기반의 PC에서 쓸 수
있는 작은 운영체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유닉스와
BSD는 PC에서 쓰기에는 지나치게 거대한 기술체계였고, 386BSD는 아직 등장
하지 않았기에 토발즈의 관점에서는 정확히 PC에서 작동하는 미닉스 같은 운
영체제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그는 리눅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리눅스에 가장 직접적인 영감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미닉스였기 때문에 토발
즈의 리눅스가 미닉스의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사
실이다. 실제로 토발즈는 자신이 미닉스로부터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
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DiBona et al. 1999, sec. Appendix A). 최근 케니
스 브라운(Kenneth Brown)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일반적인 개발분기
(Forking) 문화를 문제 삼으면서 리눅스가 사실 상 미닉스의 복제품에 불과하다
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K. Brown 2004). 그의 주장이 이전의 논란보다 수준
높은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개발분기를 마치 표절의 합법적인 절차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심각
한 모욕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닉스의 개발자인 타넨바움 자신이 오히려
브라운을 비난하면서 리눅스는 미닉스를 훔치지 않았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21 .

20

BSD는 지금도 많은 시스템에 채용되어 쓰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FreeBSD가 77%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BSD Certification Group 2005, 9)

21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과 타넨바움이 몇 차례 논쟁을 진행하였으나, 이 논쟁이 인터넷
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완전한 자료는 현재 찾기 어렵다. 그러나 미닉스 공식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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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일부의 사람들은 리눅스의 거대한 성공과 별개의 문제로 당시 토발즈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믿고 있지만, 공식적이고 대다수의 입장은 리눅스가
미닉스의 영향을 크게 받긴 했지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리눅스의 직접적인 기술적 조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와 시대적 순서는 다양한 변종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이 그림은 유닉스 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운영체제들의 관계를 시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서 주로 기업들이 개발하여 코드가 공개되지 않는 것들
은 리눅스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으며, BSD와
미닉스의 영향이 직접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시드테크들의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비로소 리눅스는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지는 브라운의 장을 부정하고 토발즈의 리눅스는 미닉스의 코드를 훔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제시한 온라인 문서 2.4항에 드러나 있
다.( http://wiki.minix3.org/en/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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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의 계보도22

22

이 그림의 출처는 위키피디어 사전( http://en.wikipedia.org/wiki/File:Unix_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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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눅스 프로젝트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리눅스 프로젝트의 성공의 이면에는 시드테크만 중요했던 것은 아니다. 리눅
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적
극적인 참여와 같은 문화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했다. 토발즈는 자신이 개발한
코드를 비록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동료 개발자 커뮤니티에 공개했고, 많은 사
람들이 이 코드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일은 결코 저절로 이
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단순히 먼저 공개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헌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리눅스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이상한 현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리눅스 프로젝
트는 그렇지 않았고, 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리눅스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토발즈가 공개한 프로젝트가 훌륭했고, 그것이 큰 가능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이겠지만, 이미 기저에 자리잡고 있었던 프로그래
밍 문화와 철학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참여는 리차드
스톨만으로 시작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Free Software Movement)이 시초였다.
스톨만은 1983년 GNU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것은 사용자가 컴퓨터 이용
에 대한 자유와 통제권을 전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코
드를 공개하고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스톨만은
이를 위해 GNU 선언을 발표하고 GPL을 만들었다. 그는 자본의 영향에서 독립
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기술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기
초적인 방법론과 원칙을 정립했다(Williams 2002). 그는 실제로 이멕스(Emacs)라
는 텍스트편집기를 개발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원칙을 실제로 구현한 바 있으며,
이런 경험들이 이후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등장과 발전에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스톨만의 프로젝트는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었고, 이것은 프로그램
을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스톨만의 입장이 지나치게 정치적으
simple.svg)이며, 이 그림은 컴퓨터 엔지니어인 토마스 쉔크(Thomas Schenk)가 정리한 리
눅스와 여타 배포판의 역사(Schenk 2001)와 에릭 레베네즈가 정리한 유닉스 시스템의
역사 자료(Levenez 1998)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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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루한 원칙론이라는 비판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실
제로 새로운 개발 방법론을 제시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로부터 얻어진 새
로운 경험은 토발즈가 리눅스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
게 참여하는데 경험적 바탕이 되었다. 선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익숙
해질 수 있었고 큰 거부감이 없었다. 만약 스톨만이 주도한 자유소프트웨어 운
동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토발즈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 혹은 그가 그렇게 공개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적
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스럽다. 오히려 생소한 방식 때
문에 토발즈가 의도했던 바를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만약 그랬다
면 지금의 리눅스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스톨만의 GNU 프로젝트
는 그 자체로서 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후속 프로젝트들
의 원활한 등장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리눅스
도 스톨만이 닦아놓은 기반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스톨만의 개발 방법론과 토발즈의 리눅스 프로젝트의 개발 방법론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스톨만이 급진적인 원칙주의자로 인식되는 반면, 토발즈는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자의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당시 둘 사이에
는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를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릭 레이몬드(Eric Raymond)의
“성당과 시장”의 비유이다(Raymond 1999). 레이몬드는 자신이 직접 패치메일
(Fetchmail)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당’ 스타일의 프로그
램 개발방법과 ‘시장’ 스타일의 프로그램 개발방법을 구별하여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개발자들이 모여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그 결과물의 코드만을 공개하는 방식은 마치 하늘에서 성스러운 성령이 내려온
것과도 같은 성당 스타일의 방식이며, 반면에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모
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뒤엉킨 시끄러운 시장과 같
다고 생각하여 시장 스타일의 방식이라고 한다. 스톨만이 이끌고 있는 진영은
주로 성당 스타일의 방법을 사용한 반면, 레이몬드 자신이 패치메일을 개발할
때 사용한 방법은 시장의 방법이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시장의 방법이 더 나
은 방법임을 경험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시장의 방법을 처음으로 시작

오픈소스와 소셜 이노베이션 117

한 사람이 바로 리눅스 프로젝트를 제안한 토발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레이
몬드는 왜 시장의 방법이 더 나은가에 대한 설명으로 매우 간결한 주장을 제시
한다. “보는 눈이 많으면 어떤 버그라도 쉽게 잡을 수 있다”(Raymond 1999, 30)
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레이몬드는 이 문구를 리누스의 법칙(Linus’s Law)라고
명명하기까지 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방법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스톨만과 그가 설립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선구적인 시도를 보여준 것은
대단한 업적이며 그것으로 인해 리눅스가 비교적 손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
던 것도 사실이지만, 토발즈의 리눅스가 스톨만이 닦아놓은 기반에 무임승차한
것만은 아니다. 앞서 레이몬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토발즈는 분명 스톨만의
GNU 철학과 문화 위에 무언가를 보탰다. 그것을 시장의 모델이라고 부르든 실
용주의적 관점이라고 부르든 간에 토발즈는 새로운 것을 스스로 만들어냈으며
그것이 바로 리눅스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은 분명
하다. 이러한 시장의 모델은 후에 OSI(Open Source Initiative)라는 단체의 설립으
로 응집되었고, 이것은 스톨만과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일정한 차이를 두게
된다. 큰 틀에서 양자 모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으로 묶이면서도 내부적
으로는 큰 차이를 갖게 된다. 사실 이런 다양성이야말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가 가진 가장 강력한 생존의 무기임이 분명하다. 양자의 입장 차이는 다음의 <
표 3-1>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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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향

지향

목적

접근법
공유
저작권
보상

개발방식

FSF

OSI

원칙주의

실용주의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

(사유 소프트웨어의 제거)

(사안 별로 다름)

윤리적 접근

실용적 접근

(자유라는 대의를 강조)

(자기 이익에서 출발)

공동체를 확장하는 수단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는 수
단

비금전적 가치

금전적 보상도 중요

(정보는 자유롭다)

(정보는 가치가 있다)

성당 스타일

시장 스타일

자료 : (홍성태 1999, 164)를 일부 수정

(3) 리눅스 프로젝트와 기술인프라
상술한 바와 같이, 리눅스 프로젝트는 1991년 시작되었다. 그가 만들고자 했
던 것은 인텔 x86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유닉스 스타일의 가벼운 운영체제였다.
그리고 그가 그런 것을 만들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인 기부자가 결코 아니다. 그
들은 오래 전 엘빈 토플러가 제시한 바 있는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즉, 프로슈
머의 전형적인 유형이었다(Toffler 1980). 그들이 단순한 소비자의 자리에 머물
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은 그들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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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토발즈처럼 이런 운영체제의 필요성에 동감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시
대의 기술적 인프라로부터 왜 리눅스가 필요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유닉스가 초기 컴퓨터 운영체제로서 자리잡게 된 것은 당시 컴퓨터의 발전
방향이 슈퍼 컴퓨터와 같은 거대 시스템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닉스
를 그에 어울리는 운영체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를 시작하면서 컴퓨
터는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이 경향을 주도한 것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컴퓨터
시스템과 빌 게이츠(Bill Gates)의 MS-DOS라는 운영체제였다. 양자가 서로 지향
하는 바는 다르지만, 모두 PC 즉 컴퓨터를 개인화하는 방향을 향했다는 점에서
는 동일했다. 이들의 발전으로 컴퓨터는 소형화되었고 그 경향을 더욱 강해졌
다. 하지만 1985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나고 PC시장은 인텔 x86계열 CPU
를 장착한 IBM호환 기종의 하드웨어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운영체제인
MS-DOS의 결합이 사실 상 표준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때 인텔은 1985년
386DX, 1988년 386SX, 1989년 486DX, 1991년 486SX, 1992년 486DX2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PC의 시대를 열었다23. 본격적인 PC의 시대가 발전될 수 있었던 것
은 PC의 가격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CPU의 가격하락이 중요했다 24 .
널리 보급된 PC는 PC의 적극적인 활용수요를 창출했지만, 문제는 MS-DOS라
는 운영체제가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MS-DOS는 1981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1993년
6.0을 발표했다. 그러나 MS-DOS의 초기버전은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컴퓨
터를 제대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그 당시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
람들은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를 자주 경험해 보았으며 그렇기에 MS-DOS에 만족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전문성이 낮은 일반 대중들에게 기능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23

인텔이 발표한 CPU의 역사는 인텔이 직접 제공하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ntel.com/pressroom/kits/quickrefyr.htm)

24

실제로 90년대 초반, 현대전자가 국내에서 판매했던 ‘솔로몬 펜티엄’이라는 제품은 570
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00만원이나 인하했던 사례가 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CPU의 가격하락 때문이었다(김상훈 & 오정석 200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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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접근성이 좋은 MS-DOS는 큰 주목을 받았고, 1986년에는 주식시장에 상장
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거대한 성공을 이루기 시작한다.

<표 3-2> 1980년대 MS-DOS와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 등장 시기

MS-DOS

년도

유닉스 계열

1.0 출시

1981년

Unix System III, 4.1BSD, Qunix 등

2.0 출시 (하드디스크 지원)

1983년

HP-UX 출시, XENIX 3.0, 4,2BSD 등

3.0 출시 (AT 지원)

1984년

4.0 출시 (DOS Shell 지원)

1988년

5.0 출시 (편집기, QBasic 언

QNX, SunOS, SCO XENIX, Unix
System V, HP-UX 2.0 등
4.3BSD, SunOS 3.5, IRIX 2.0, UNIX
System V R4, HP-UX 3.0 등
BSD Net/2, SunOS 4.1.2, IRIX 4.0,

어 지원)

1991년

6.0 출시 (한글지원)

1993년

HP-UX 8.02 등
4.4BSD, HPBSD 2.0, IRIX 5.0, HPUX9.02, Linux 0.99.11 등

자료25

25

이 자료는 MS-DOS의 출시 년도를 기준하여 해당 년도에 등장했던 유닉스 계열 운영
체제의 대표적 명단을 적시한 표이다. 여기서 명시된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 명단은 매
우 간략한 것이며 실제 등장했던 운영체제는 너무 많아 지면에 명시하기 불가능할 정
도이다. 이 표에 나타난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의 등장시기는 앞서 소개한 바 있는 레베
네즈가 작성한 유닉스 계보도로부터 일부를 추려내어 얻어진 것이며(Levenez 1998), 그
리고 MS-DOS및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자료는 CBSNEWS에서 작성한 “Microsoft
Chronology”로부터 간추려 얻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얼마 전 CBSNEWS 웹사
이트에서 삭제되었고, 현재는 아카이브에 저장본만 남아있다(CBSNEW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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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PC와 MS-DOS의 조합은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PC의 가격은 더욱 낮아
졌고 보급률을 높아졌다. 따라서 토발즈와 같이 유닉스 계열에 익숙한 전문성
이 높은 컴퓨터 사용자들에게는 선택의 딜레마가 발생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는 거대하고 값비싼 하드웨어에서 작동하지만, 저렴하
고 나쁘지 않은 성능의 PC에는 내키지 않는 MS-DOS만 작동하는 것이 문제였
다. 그러므로 소위 프로슈머로 불리는 일련의 집단에서는 당시 널리 보급되고
있는 IBM PC에 사용되는 인텔 x86 계열의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유닉스 스타일
의 작은 운영체제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유도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토발즈가
제안한 리눅스 프로젝트는 여러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자극했고, 그 결과로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중요한 기술적 환경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인터
넷이다. 인터넷이 1960년대 시작된 아르파넷(Arpanet)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사실
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된 이 네트워크는 1980년대
접어들어 민간부문에 인계되었고, 80년대 중후반부터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Abbate 2000). 인터넷이 대중화된다는 의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게 되었다 것과 더 많은 인터넷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모두 의
미한다.
아래의 <그림 3-2>를 보면, 인터넷 호스트 즉, 인터넷 사이트의 숫자는 서서
히 증가하다가 어느 임계 수준을 넘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는 다
른 여타의 기술이 확산되는 양식과 동일한 것이며, 인터넷도 이런 일반적인 성
장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그림을 보면 이 사실을 좀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다. 그래프를 보면 1980년대 초반에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1980년대 말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으로 진
입하면 이제 인터넷 호스트의 폭발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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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인터넷 호스트 개수 증가 추이 (1981-1995)26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은 과거에 상상만 가능했던 일들이 실현될 수 있는 밑
거름이 되었다. 즉,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공동작업이 드디어 가능해졌다. 당
시 리눅스의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높은 개발자들이었고, 이들에게 인터넷이라는 저렴한 네트워크의 보급은 기술
혁신 과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리눅스야말로 네트워크 시
대에 가능한 기술혁신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Tuomi 2002).
리눅스 프로젝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당시의 기술적 환경을 정리하자면 이
렇다. 첫째, CPU의 발전으로 인해 성능 좋고 저렴한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
26

이 자료는 인터넷 시스템 컨소시엄(Internet Systems Consortium, ICS)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전체 자료는 분량이 방대하여 핵심이 되는 91년 내외를 중
점적으로 보기 위해 95년까지만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다. ICS에서 발표한 원 자료는 다
음의 온라인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sc.org/services/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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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하드웨어의 가격은 저렴해졌지만 이에 걸맞은 소프트웨
어의 부재가 수준 높은 개발자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운영체제 개발에 뛰어들도
록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당시 급격히 발전하던 인터넷은 개발자들의
원거리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기술적 배경 아래에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경험과 유닉스 및 미닉스
라는 직접적인 시드테크의 존재, 마지막으로 토발즈의 아이디어와 수행력의 결
합으로 드디어 리눅스는 본격적인 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고, 얼마 지
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들은 내놓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다.

(4) 리눅스의 성장과 발전
초창기의 리눅스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편리한 운영체제가 아니었다. 물론 당시에 널리 확산된 MS-DOS
역시 지금처럼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손쉬운 운영체제는 아니었지만 처음
에 몇 가지 명령어만 익히면 바로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
다. 당시 리눅스는 여전히 버그가 많고 구현된 것보다는 구현해야 할 것이 많
은 그런 형태였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완성품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컴
퓨터의 전문가인 개발자들의 입장에서 적어도 리눅스는 고급 기능을 전혀 사용
할 수 없는 MS-DOS에 비해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실
제로 그 가능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씩 실현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초
기 리눅스는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했다.
1991년 토발즈는 버전 0.01의 리눅스 커널을 세상에 공개했다. 약 만 개의
라인으로 구성된 소스코드는 모두 토발즈 본인이 생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많은 개발자들이 기여하면서 리눅스 커널의 소스코드 라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최초 공개 후 5년이 지난 1996년에는 처음보다 무려 40배 이상 증가
한 소스코드를 갖게 되었고, 사용자 수가 전세계적으로 백오십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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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초기 리눅스 코드와 사용자의 성장
연도

리눅스 커널 버전

사용자 (명)

코드라인 수

1991

0.01

1

10,000

1992

0.96

1,000

40,000

1993

0.99

20,000

100,000

1994

1.0

100,000

170,000

1995

1.2

500,000

250,000

1996

2.0

1,500,000

400,000

1997

2.1

3,500,000

800,000

1998

2.1.110

7,500,000

1,500,000

자료 : Forbes, 1998
초기 리눅스는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 사용자 숫자나 소스코드의 관리 및
패치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정밀한 자료가 없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접
어들면서 리눅스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생산도구를 갖춰 나가기 시작한다. 그리
고 그때부터 정밀한 자체적인 통계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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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00년대 중반 리눅스 커널의 발전27
2001년에 리눅스 커널 버전 2.4가 2003년에 리눅스 커널 2.6이 발표되었다.
위 <그림 3-3>은 버전 2.6이후 리눅스의 소스코드의 라인 수와 리눅스를 구성
하는 파일의 개수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더 많은 기능을
포함하게 되면 당연히 파일이 더 많아지고, 소스코드는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
다. 5,929,913개였던 2003년 소스코드의 라인 수가 2012년에는 16,191,784개로
약 2.7배 증가했다. 또한 리눅스 커널을 구성하는 파일은 2003년 15,007개였지
만 2012년에는 40,905개로 이 역시 2.7배 증가했다. 이런 리눅스의 성장이 놀라
운 것은 그것이 이룬 기술적 성공 그 자체에도 있지만, 천만 라인 이상의 새로
운 코드와, 2만 5천개 이상의 새로운 파일이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는 점이다. 리눅스가 다른 여타의 기술적 혁신과 차별되는 놀라운 성과가 바로
이점이다.
27

자료 : (Kroah-Hartman et al. 2008; Kroah-Hartman et al. 2009; Kroah-Hartma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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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리눅스 커널 개발자 수의 증가 현황28
리눅스 커널의 개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개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
다. 2005년 389명이 전부였던 리눅스 커널의 개발자는 2013년 1,389명까지 늘어
났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작업은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작업이다. 그래서 초
보적인 개발부터 고도로 추상화가 높은 전문적인 작업까지 모두 그 수준에 많
은 개발자들이 포진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운영체제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의 근간이 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사소한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
어지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무척 어렵고 고도로 숙련도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저렇게 많은 개
발자들이 참여했다는 점은 다시 이루기 쉽지 않은 성과이다.

28

자료 : (Kroah-Hartman et al. 2008; Kroah-Hartman et al. 2009; Kroah-Hartma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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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의 발전이 전 세계에 흩어져 서로 협업하는 수많은 개발자들의 기여로
서 가능했던 것이 사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기술적 문제가 하나 제기된다. 그것
은 바로 많은 개발자들의 작업을 분류, 배치, 정리, 통합하는 작업이 기술적으
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은 금전적 보상이나 계약관계로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일을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할 수 없다. 게다가 어떤
개발자가 완성한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고, 그것이 올바른 작업으로
인정되었을 때 새로운 결과물을 리눅스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인 문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는
리눅스 커널처럼 복잡한 기술혁신을 위해 필수적이다. 많은 행위자들이 동시다
발적으로 작업하고, 검토하고, 수정하고, 확정하여 자동으로 통합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도구들이 필요해졌고, 이런 작업을 위한 여러 기술적 도구들이 만
들어졌다. 대표적인 것들이 Git 29 , Subversion 등이 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혁신도구기술(Dodgson et al. 2006)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Git는 리눅스의 창시자인 토발즈가 직접 만든 소스코드 관
리 도구이다. 사실 Git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소스코드의 버전 관리를 위한
도구들이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도구를 개발했다는 사실로부터,
리눅스 커널과 같은 복잡하고 집단적인 창작물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위한 도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점을 토발즈가 인식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리눅스가 운영체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직접 체
감하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리눅스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은
데스크탑 운영체제가 아니라 서버 운영체제이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기준으
로 데스크탑 운영체제로서 리눅스의 시장점유율은 고작 1.49%에 불과하다 30 .
보통의 최종 사용자가 주로 경험하는 곳에서 리눅스는 사실 상 존재 자체를 확
29

Git은 “깃”이라고 발음되며, 공식 홈페이지(http://git-scm.com)에서 주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Git시스템은 Github라는 웹사이트로 발전하여 누구나 등록하여 자신의 코드 및
소스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30

참고로 윈도우의 데스크탑 점유율은 90.94%, 맥은 7.57%이다. 이 자료의 출처는 정보
기술 관련 시장보고서를 발행하는 넷어플리케이션의 웹 보고서이
다.(http://www.netmarketsh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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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하다. 그러나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웹서버 부분
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리눅스는 웹서버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표에서는 38.6%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확인 가능한 서버
만을 포함한 것이라 보수적인 집계이다. 따라서 실제 현실은 이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31.
<표 3-4> 서버 운영체제 점유율
운영체제
유닉스 및
유닉스 계열

점유율 (%)
리눅스

38.6

BSD

1.0

알 수 없음

27.7

윈도우

32.6

자료 : w3techs.com32
윈도우가 서버분야에서 최근 대단히 큰 약진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거
대한 기업이 큰 제작비를 들여 만든 프로그램보다, 전 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보수도 받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기여로서 탄생한 리눅스가 더 많이 사용되고

31

다른 곳의 보고서를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진다. Security Space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아파치(Apache) 웹서버의 시장점유율이 68.24%, 윈도우 서버의 점유율이
14.77%로 나온다(Security Space 2012). 아파치는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되는 대
표적인 웹서버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 조사에 따르면 웹서버 분야에서 리눅스의 시장
점유율은 적어도 38%보다는 훨씬 더 큰 것임이 확실해진다.

32

이 자료는 W3Techs에서 발표한 2014년 기준 자료이다. 서버의 운영체제를 확인하는 방
법은 해당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그곳에 사용된 웹서버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확
인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웹서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대단히 종류가 많고,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큰 수정을 더한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이지만 정확히 무엇이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항목이 27.7%나 된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리눅스의 변종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 이 표의 점유율을 모두 합하
면 99.9%로 100%에 미달하는데, 그 이유는 HP의 운영체제나 솔라리스 등 0.1%미만의
점유율을 갖는 극소수의 몇몇 운영체제 점유율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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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은 리눅스의 성공이 점유율로 나타난 숫자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리눅스가 성공한 또 다른 분야는 슈퍼컴퓨터이다. 최근의 슈퍼컴퓨터는 수많
은 CPU를 병렬로 연결하여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3년 11
월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Tianhe-2라는 시스템으로서
CPU 코어가 무려 3백 12만개에 이른다33. 이렇게 많은 CPU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쓰기 어렵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를 위
한 운영체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변형하여 슈퍼컴퓨터 환경에 적합하게 재설계하는 것이 더 편리하
다. 그런 용도로서 최적의 운영체제는 단연 리눅스나 유닉스이다. 과거에는 크
게 유닉스로 분류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제법 많이 쓰였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범용성에서도 더 유리한 리눅스가 절대 강자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다음의 <그림 3-5>은 슈퍼컴퓨터 운영체제로서 리눅스의 비율을 시간순서로
보여주고 있다. 2001년만 하더라도 리눅스의 점유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
러나 2007년 이후 리눅스의 점유율을 80%를 넘어서기 시작한다. 즉 리눅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슈퍼컴퓨터 운영체제의 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20%가 채 되
지 못한다는 뜻이다.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리눅스가 어느 정도로 성공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리눅스를 제외한 다른 운영체제는 모두 10여
가지가 넘는다. 따라서 리눅스의 지위를 넘볼 수 있는 2인자도 찾아보기가 쉽
지 않을 정도이며, 그래프의 추이를 고려해보면 이런 형세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33

2013년 11월 기준 슈퍼컴퓨터 랭킹은 (http://top500.org/lists/2013/11/)에서 확인할 수 있
다.

130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그림 3-5> 슈퍼컴퓨터 운영체제로서 리눅스 점유율 추이34
리눅스 커널은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했다. 하지만 커널이라는 것은 그 상태
그대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사용자가 운영체제로서 리눅스
를 사용한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리눅스 커널에 기반한 특정 배포
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그림 3-6>은 운영체제의 계층구조를 매
우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34

자료 : (http://www.top500.org/statistics/overtime/) 이 자료는 Top500에서 제공하는 슈퍼컴
퓨터의 운영체제에 대한 자료 중 2000년 이후 매해 11월 자료만을 뽑아 추이를 작성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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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공간
데스크탑 환경

시스템 요청 인터페이스

커널 공간

운영체제 커널

하드웨어

<그림 3-6> 운영체제의 계층구조35 (Tuomi 2002, 165)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한 논리체계의 집합체이다. 컴
퓨터는 CPU와 메인보드 및 각종 장치들이 연결된 물리적 기기이다. 이런 하드
웨어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이 드라이버를 포함한 운영체제 커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룬 리눅스 커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리눅스 커널 그
자체만으로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상위 시스템에서 오는 명령을 매개하는 인
터페이스만 갖춰져 있을 뿐이다. 즉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기초만 있을 뿐이다.
그 기초 위에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필
요하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응용 프로그램들이며, 실제 사용자가
작동시키는 것이 바로 이 수준이다. 결국 최종 사용자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를 사용한다는 것은 리눅스 커널이 상위 응용 프로그램들과 유틸리티과 함께

35

이 계층도는 실제 운영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다. 실제
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층위들의 관계
만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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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포장된 세트
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이것을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지칭한다. 다음 페이지
에 있는 복잡한 계층도는 리눅스 다양한 배포판의 발전과정을 보여준다.
리눅스 배포판은 리눅스 커널과 함께 발전했다. 물론 리눅스 커널이 배포판
보다 우선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커널의 변화가
아니라 배포판의 변화이다. 게다가 사용자가 운영체제로서 리눅스를 이용하려
는 목적은 모두 제각각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목적에 맞은 수많은 배포판들
이 등장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다.
1991년 리눅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몇몇 배포판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
타났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개의 배포판이 바로
데비안(Debian)과 레드햇(Redhat)이다. 이 두 가지 배포판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등장할 다른 배포판
에도 큰 영향을 미친 리눅스 배포판의 선조격이 된다.
데비안 리눅스는 비상업성을 지향하며 강한 공동체 중심을 내세운다. 상업적
인 흐름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리눅스에 대한 일종의 순혈주의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 데비안으로부터 만들어진 수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지
만 지금까지도 상업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반면, 레드햇은 처음부
터 상업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배포판이다. 레드햇은 기업들이 사용하기 적
합한 리눅스 배포판을 만들었고 배포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유료로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레드햇은 2012년 한 해
동안 13억 달러가 넘는 매출액을 올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36.
리눅스 배포판이 기술혁신에 기여한 또 다른 측면은 기존의 배포판이 이후의
배포판의 선행기술이나 시드테크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데비안 리눅스는 이
후에 자세히 서술할 우분투 리눅스의 시드테크가 되었으며, 우분투 리눅스는
민트라고 불리는 또 다른 배포판의 기초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배포판 자체도
독립적인 기술혁신의 기반으로 꼬리를 무는 순환구조와 생태계를 만들어 냈었
다는 중요하다.
36

레드햇의 결산보고서는 이곳(http://investors.redhat.com/releasedetail.cfm?ReleaseID=751668)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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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리눅스 디스트로 타임라인 7.237

37

자료 : (http://futurist.se/gldt/2007/02/28/linux-distro-timeline-7-2/) 리눅스 디스트로 타임라
인(Linux Distro Timeline)은 리눅스 배포판의 계보를 정리한 일종의 족보와 같은 자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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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하자면, 리눅스 커널은 리누스 토발즈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만든 유닉스와 비슷한 운영체제였
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포판들이 등장함으로써 여러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범용 운영체제로 발전했다. 그 결과 웹서버 분야와 슈퍼컴퓨
터 분야에서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점유를 확
장하고 있다.

(5) 리눅스 커널의 혁신 과정
개방형 혁신이 단순한 일회적인 외부와의 협업을 통한 것이었다면, 소셜 이
노베이션은 혁신의 전 과정에 걸친 전면적인 사회화의 도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은 앞서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사회
화라는 것은 주로 많은 개발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공동 생산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은 흔히 크라우드소싱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한 가지
특별한 형태이다.
리눅스 커널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첫째, 혁신의
출발이 기업이 아닌 특정한 개인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개인이라는 것
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이 출발점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 즉 기술의 아이디어
부터 사회 참여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둘째, 기술의 생산과정에 수많은 개발자
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물을 독점하지 않고 또 다른 기술의
탄생과 발전에 자유롭게 쓰일 수 있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생태계를 구성하였다.
자발적인 생태계라는 것은 결국 기술의 순환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계약관계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통해 기술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리눅스
커널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가장 순수한 이념형(Ideal Type)의 형태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자료는 “http://futurist.se/gldt”라는 사이트에서 배포되고 있으며, 꾸준히 갱신되고
있다. 그러나 최신 자료는 그림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곳에 삽입할 수가 없어 2007년 2
월에 제작된 자료를 삽입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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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셜 이노베이션의 진행과정은 아이디어,
수행/구현, 확산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마다 개입된 외부적
요인들과 그것들과의 관계 맺음,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아이디어
소셜 이노베이션이든 아니면 기존의 전통적인 혁신의 과정이든 그 출발점은
아이디어이다. 새로운 생각은 리누스 토발즈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개인이 운
용할 수 있는 유닉스처럼 작동하는 작은 컴퓨터를 원했다. 그것은 이전에 존재
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요이자 니즈였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분명 토발즈 혼
자만은 아니겠지만, 그 생각을 가장 먼저 구체화한 것은 토발즈뿐이다.
그가 그런 필요를 느낀 것은 혼자만의 고유한 희망은 절대 아니다. 당시 가
장 강력한 운영체제였던 유닉스는 거대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는 모두 유닉스에 비해 뒤떨어진 것이었기에 전문가
혹은 고급 아마추어 집단에서는 당연히 발생하는 수요였다. 리눅스의 아이디어
가 토발즈로부터 구체화된 것은 토발즈 개인의 공헌이지만, 그런 수요를 자연
스럽게 유도한 것은 분명 당시의 사회기술적 조건이다. 이렇게 아이디어는 외
부의 조건과 특정 개인 고유의 경험이 결합할 때 창발하게 된다.
제법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는 없
다. 개방형 혁신의 기본적인 배경은 모든 지식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없으니
외부의 지적 자산을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이것을 더 급진
적으로 끌고 나간다. 토발즈의 리눅스 커널은 아예 출발부터 외부의 것을 이용
했다. 그는 리눅스 커널의 개발에 타넨바움의 미닉스를 적극 활용했다. 그리고
그가 구현할 기능은 유닉스에 이미 존재하는 기능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처
음에 시도했던 것은 다른 시스템에 있는 기능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리눅스 커널은 유닉스와 미닉스로부터 출발했으며 이것이 바로 리눅
스의 시드테크였음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다.
그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출발할 기술적 밑바탕이 있었고, 여기에 그는 스스
로 개발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전문가였다. 처음에 그는 혼자 작업했
고 최종완성은 아니었지만 한 단계가 마무리 되었을 때 그는 그 결과물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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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두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버전은 완성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만들고자 한 것에 공감했고 결국 그 개발에 동참했다. 이 단계
에서 중요한 것은 토발즈가 자신의 일차적 결과물을 외부에 무상으로 공개했다
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개방형 혁신과 소셜 이노베이션이 갖는 결정적인 차이
점 중 하나이다. 개방형 혁신은 외부의 것을 가져오고 자신의 것을 공유하지만
그 밑바탕에서 비즈니스 관계가 놓여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방형 혁신의
과정에서는 중간 단계의 결과물을 아무런 제한도 없이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
최종 완성품이 아닌 중간 단계의 과정은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내부, 외부
관계자들만 공유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토발즈가 일차적 결과물을 공개한 것
이 소셜 이노베이션으로서 리눅스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배경에는 스톨만과 자유소프트웨어 재
단이 확립한 원칙들이 이들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리눅스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드테크로서 선행 기술뿐만 아니라 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입장이 복합적으로 개
입한 셈이다.
수행/구현
토발즈가 자신의 결과물을 공개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
여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크라우드소싱의 형태이다. 크라우드소싱은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참여하는 많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와 리더십의 확보이며, 다른 하나는 지리적으로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술적 자원의 확보가 바로 그
것이다. 이것은 앞선 2장에서 소셜 이노베이션 일반론으로 설명한 바 있다.
리눅스 커널은 참여한 개발자의 규모가 매우 큰 프로젝트인 만큼 이들의 작
업을 자동화하는 도구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에 토발즈는 자신이 직업
Git이라 불리는 통합적인 협업도구를 제작한 바 있다. 또한 리눅스 커널은 오
랜 역사를 거쳐 오면서 중요한 결정에 직면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때마다 토발

오픈소스와 소셜 이노베이션 137

즈의 리더십으로 공동체 내의 큰 반발과 반목 없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
끌어 왔다.

<표 3-5> 리눅스 커널에 기여한 기업들 (2012~2013)
기업

코드변경 (회)

비율 (%)

None

12,550

13.6

레드햇 (Redhat)

9,483

10.2

인텔 (Intel)

8,108

8.8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Texas Instruments)

3,814

4.1

리나로(Linaro)

3,791

4.1

수세 (SUSE)

3,212

3.5

알 수 없음

3,032

3.3

IBM

2,858

3.1

삼성 (Samsung)

2,415

2.6

구글 (Google)

2,255

2.4

비전 인그래이빙 시스템 (Vision Engraving Sysems)

2,107

2.3

Consultants

1,529

1.7

울프슨 (Wolfson Microelectronics)

1,516

1.6

오라클 (Oracle)

1,248

1.3

브로드컴 (Broadcom)

1,205

1.3

엔비디아 (nVidia)

1,192

1.3

프리스케일 (Freescale)

1,127

1.2

인직스 (Ingics Technology)

1,075

1.2

르네사스 (Renesas Electronics)

1,010

1.1

자료 : (Kroah-Hartman et al.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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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3-5>는 리눅스 커널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 행위자들의 기여
정도를 순위로 나타낸 것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일상적으로 소스코드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2012~2013년 동안 일어난 모든 코드의 변화 중에서 레드햇
이 총 9천번이 넘는 코드 변경을 했다. 소속이 없는 개인들과 소속을 알 수 없
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 변화를 포함해서 상위 10개의 기업 행위자들이 리눅
스 커널의 수정에 기여한 정도는 50%가 넘는다. 리눅스 커널처럼 거대한 수준
에서 이루어지는 소셜 이노베이션은 개인보다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짐을 의
미한다.
위 목록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글로벌 차원에서 명성이 높은 기술기업들이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의 협업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기존의 개방형 혁신의 차원
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만약 어떤 특정한 기업이 먼저 나서서 이 프로
젝트를 주도했다면 결코 이런 수준의 협업에는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투명하
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대한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로 발전시킨
과정에서는 토발즈의 리더십이 대단히 큰 역할을 수행했다. 리눅스 커널에 대
한 그의 영향력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그의 결정은 대단히 큰 위
엄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 것 일시적으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발휘한 성공적인 리더십의 결과로 얻어진 신뢰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가
능한 일이다.
리눅스 커널의 개발을 주도하는 리눅스 재단은 기업들의 후원금과 자체 사업
을 통해 자금을 동원하고 있다. 재단이라는 성격 상 자체적인 사업을 크기가
매우 작은 수준이고 다국적 거대 기업들의 후원이 매우 크다. 2014년 4월 현재
리눅스 재단을 후원하는 플래티넘 회원사는 후지츠, HP, IBM, 인텔, NEC, 오라
클, 퀄컴, 삼성 이렇게 8개의 거대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38. 이들 기업이 후원하
는 정확한 금액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12년 HP가 플래티넘 회원사로 등록할
때 50만 달러를 지불한 바가 있다(Davies 2012). 따라서 실제 리눅스 재단이 운
영되고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38

리눅스 재단을 후원하는 기업의 명단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linuxfoundation.org/about/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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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리눅스 커널은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리눅스 커널 그 자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상
징과도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 리눅스 커널은 모든 리눅스 배포판의 시드테크
이다. 리눅스 배포판은 제작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커널을 가져와서 그 위에 그
래픽 서버와 데스크탑 환경을 올리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그리고 자신들이 추
구하는 방향에 맞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집합을 탑재하여 만들게 된다. 따라서
현존하는 수백 가지 이상의 리눅스 배포판은 모두 리눅스 커널의 시드테크로
사용한다.
이런 상황은 리눅스 커널이 그 자체로서 플랫폼이자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
했음을 의미한다. 수백 가지의 리눅스 배포판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며, 그
들 중 어떤 것이 대중의 선택을 받든 리눅스 커널의 영속성은 유지되는 것이다.
리눅스 커널은 안드로이드의 시드테크로서도 기능한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모두 리눅스 커널이 포함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종 소형 장비
들의 간단한 운영체제로서도 리눅스 커널은 사용된다. 라스베리파이와 같은 소
형 장비와 인터넷 공유기 및 NAS(Network Attatched Stroage)와 같은 장비에도
리눅스 커널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리눅스 커널은 정보기술이 얻을 수 있
는 가장 높은 지위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그리고 이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것이 성공적인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종합
리눅스 커널의 혁신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의 <그림 3-8>과 같다.
리눅스 커널이 성공적인 소셜 이노베이션 모델이 되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조
건이 잘 맞았고, 주변 자원들과의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가
능했다. 토발즈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1990년대 초반의 사회기술적 조건은 지
금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크라우드소싱이 가능한 기술적 조건이 마련된 시기
였고, PC라는 장비의 활성화되어 활발하게 보급되던 때였다. 이런 사회기술적
배경 아래서 토발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토발즈
가 만든 것은 리눅스 커널이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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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
는 좋은 사례는 토발즈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개인 혼자서 열심히
만든 것을 단지 외부에 공개하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소프트웨
어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한 것은 토발즈의 공이 크고, 그는 스스
로 이런 방법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아이디어

• 시드테크로서 유닉스와 미닉스
• PC에서 작동하는 유닉스 시스템

• 글로벌 크라우드소싱

수행/구현

• 리누스 토발즈의 리더십
• 리눅스 재단과 다국적 거대 기술기업의 후원

• 강력한 범용성과 플랫폼

확산

• 상업적 영역을 포함한 성공적인 생태계 구성
• 수백 가지 이상의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

<그림 3-8> 리눅스 커널의 혁신 과정
토발즈는 이전에 존재했던 지적, 기술적 자원을 잘 활용했고,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조율했다. 그 결과 역사 상 가장 범용성이 좋은 컴퓨터
운영체제를 창조했다. 이제 리눅스 커널은 마치 인터넷과 같은 거대한 플랫폼
이 되었고, 새로운 하드웨어 장비를 만드는 사람은 그것을 구동할 소프트웨어
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리눅스 커널을 약간
수정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작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
단한 작업은 아니지만, 적어도 운영체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수준 높은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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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임을 고려한다면 리눅스 커널이 정보기술 생
태계 전체에 기여한 바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2. 기업 중심의 소셜 이노베이션 : 우분투와 안드로이드
리눅스 커널만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아니다. 이
것을 운영체제로 완성시킨 것이 배포판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리눅스이다. 이런
배포판은 수백 가지 이상이 존재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들 각각은 서로
지향하는 바가 약간씩은 다르고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지향을 나아간다. 그리
고 뭔가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충족하는 새로운 배포판이 언제든
등장한다.
이런 치열한 경쟁의 장에서 최근 가장 거대한 성공을 거둔 리눅스 배포판이
하나 있다. 우분투라는 이름을 가진 배포판인데, 이 우분투는 기존의 다른 리눅
스 배포판과는 여러 측면에서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독특함이 크게
인정받아 리눅스 배포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을 얻게 되었다. 이제 이런
우분투가 이루었던 혁신의 과정을 살펴보자.

(1) 우분투 리눅스의 발전
우분투는 리눅스 커널을 활용한 리눅스 배포판 중 하나이다. 우분투는 2004
년 10월에 처음 출시되었다. 우분투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사용자를 보유했던 주요 리눅스 배포판은 데비안, 수세, 레드햇이었다. 이
세 가지 배포판은 수많은 리눅스 배포판들의 조상격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분투는 이 중에서도 데비안 리눅스를 가져와 발전시
킨 배포판이다.
데비안 리눅스는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 지향성을 갖고 있는 배포판으로서 상
업성을 혐오하는 수준이다. 반면 레드햇은 리눅스를 상업적으로 성공시킨 대표
적인 기업으로서 데비안이 지향하는 바와 방향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초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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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눅스는 대체로 서버를 위한 운영체제로서 많이 사용되었고, 이는 이들 초
창기 배포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우분투는 새로운 지향점과 차별성을 들고 나왔다. 그들은 서버보다
데스크탑을 위한 운영체제를 지향했다. 데스크탑은 보통의 일반 사용자들이 사
용하는 PC에 해당한다. PC용 운영체제는 이미 오래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데스크탑 컴퓨터에 리눅스를 운영체제
로 쓰는 사람은 일부의 컴퓨터 전문가와 극소수의 마니아에 불과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프로슈머 제품이다.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이
쓰고 싶은 형태로 제품을 만들기 원한다. 따라서 리눅스 커널과 배포판의 크라
우드소싱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컴퓨터 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은 자
신들에게 적합한 운영체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다. 그들에게 적합
한 운영체제는 보통 사람들에게 친절한 시스템이 결코 아니었다. 초보자들을
위한 배려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것을 결국 사람들이 리눅스를 멀리하게 되는
장벽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우분투는 바로 이 부분을 공략했다. 리눅스가 서버
에만 주로 사용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위
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그들은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쓸 수
있는 리눅스 배포판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우분투의 시작이었다.
우분투가 독특한 이유는 하나 더 있다. 우분투를 만들고 관리하는 주체는 캐
노니컬(Canonical)이라는 영국의 기업이다.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은 커뮤니티
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분
투는 처음부터 기업이 아이디어를 내고 시작하여 관리하는 리눅스 배포판이었
다. 이는 대단히 독특한 모양새인데, 캐노니컬의 설립자인 마크 셔틀워스(Mark
Shuttleworth)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분투가 처음부터 기업
이 관련되어 있었기에 상업화와 관련된 주제들은 처음부터 쉽게 포함되었고,
자체적인 사업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개발자 생태계까지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런 시도는 이전의 리눅스 배포판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금기시되던 일이었다.
우분투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우분투원(Ubuntuone)
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우분투원은 당시로서는 경쟁자도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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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획기적인 서비스였다. 지금에서는 보편적인 것이었지만 당시로서는 매
우 신선했던 유료와 무료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등장했다. 서버분야가 아닌
곳에서 리눅스를 이용한 상업화의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리눅스를 제외한 다른
운영체제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다른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에 밀려 2014년 서
비스가 종료되었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본격적인 상업화의 시도로서는
매우 의미가 컸다.
또한, 소프트웨어센터라는 도구를 통해 개발자들이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
를 판매하거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앱
시장이 일반화된 지금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이었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시장의 크기가 다른 운영체제만큼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는 거의 없었고, 리눅스도 이
제 이런 영역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리눅스 배포판이 상업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본격적인 시도를 보여준
것은 단연 우분투이고, 우분투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상업화 영역은 스마트폰
이다. 우분투는 기존의 PC운영체제를 개조하여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운영체제
를 만들고 있고, 이를 이용한 스마트폰의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 우분투 터치라
고 알려진 이 모바일 운영체제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으며, 2013년에 개발자들
에게 먼저 공개한 바가 있다. 현재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와 iOS가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에 도전하는 새로운 신규 운영체제들이 여럿
준비되고 있으며 우분투 터치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모바일 운영체제이다. 아
직은 시장에 우분투 터치를 채용한 스마트폰이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커뮤니티라는 경계를 넘어 일반 소프트웨어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분투의 성공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
영에 큰 의미를 남겼다.
우분투는 두 가지의 시드테크를 갖고 있다. 첫째는 리눅스 커널이고, 둘째는
데비안 리눅스이다. 양자가 비슷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지향하는 바와 만드는
주체가 분명하게 다른 기술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인 리눅스 커널
은 모든 리눅스 배포판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기술이기에 여러 배포판
들의 사이의 차이점을 만들진 않는다. 기본적인 재료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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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의 독특함을 설명하기엔 후자인 데비안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데비안 리눅스는 초창기의 리눅스 배포판으로서 대단히 강한 커뮤니티 지향과
기술적 보수주의를 갖고 있다. 데비안 리눅스는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곧바로
자신들의 시스템에 적용하지 않고 오랜 테스트 기간을 갖는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과 기술이 충분히 안정화된 후에야 비로소 데비안에 정식으로 적용하고 채
용한다.
데비안은 안정(Stable) 버전, 테스트 버전, 불안정(Unstable) 버전으로 나뉜다.
일반적인 데비안은 안정 버전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능과 프로그램은 불안정
버전에 먼저 적용되고, 이 단계를 거친 후에 테스트 버전에 적용된다. 테스트
버전에 충분한 시간 테스트를 받고, 수정해서 그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되었다
고 여겨지면 그제서야 정식으로 데비안에 채용된다. 이 기간이 다른 배포판들
에 비해 매우 길기 때문에 데비안 안정 버전은 다른 리눅스 배포판에 비해 훨
씬 오래된 프로그램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배경으로 데비안은 유명 리눅스 배
포판 중에서 보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분투는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것으로 기획되었다. 너무 느린 업데
이트는 그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분투는 새로운 기능을 재빠르게
추가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적용을 빈번하게 가져오는 정책을 지향한다. 그래서
우분투는 유행과 경향을 선도하는 운영체제로 인식되었다. 이런 우분투의 지향
과 안정성을 지향하는 데비안의 입장은 서로 상충된다. 그래서 우분투는 데비
안의 안정 버전이 아닌, 테스트 버전을 가져다가 우분투로 만든다. 데비안의 테
스트 버전은 데비안의 강력한 보수적 입장 때문에 다른 배포판의 안정 버전보
다도 오히려 더 안정한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데비안의
테스트 버전을 설치하는 일반 사용자도 제법 된다. 그러므로 우분투의 이런 정
책은 약간의 안정성을 희생해서 빠른 신기술의 도입과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 셈이다.
우분투는 새로운 버전을 자주 내놓는 배포판이다. 기본적으로 우분투는 6개
월마다 새로운 우분투를 출시한다. 매년 4월과 10마다 새로운 버전을 내놓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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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되는 년도와 달을 붙여 버전이름으로 사용한다39. 예를 들어, 2014년 4월에
발표된 우분투의 버전은 14.04가 된다. 또 짝수 년도 4월에 나오는 우분투는
다른 것들과는 다른데 이것은 장기지원판으로서 6개월이 아닌 2년 동안 사후
지원이 되는 버전으로 신기술에 민감하지 않고 더 나은 안정성을 원하는 사람
들이 주로 사용한다.
캐노니컬이라는 기업이 이끌어가는 프로젝트인 만큼 우분투는 상대적으로 많
은 투자를 받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캐노니컬은 런치패
드라는 사이트 및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 런치패드는 프로그래머들이 크라우드
소싱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이자 공간이다. 리눅스 커널을 위해 리누스 토
발즈가 Git을 직접 만든 것의 우분투 버전에 해당한다. 런치패드는 우분투를
만드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 직접 자신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협업해
서 그 결과물을 우분투 및 다른 리눅스 배포판에 설치 및 적용할 수도 있다.
런치패드의 획기적인 점은 보안과 편리성 모두를 만족시켰다는 점이다. 리눅
스 배포판은 상업적으로 팔리는 운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설치 및
업데이트는 윈도우 시스템과 크게 다르다. 런치패드에 등록된 프로젝트 주소를
내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 프로그램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
에서 보안의 문제이다. 이 보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 컴퓨터에 나쁜 프로
그램이 설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안과 편리성은 보통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나 런치패드는 새로운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설치하는
과정을 편리하게 하면서도 보안성을 높였다.

39

우분투는 새로운 버전마다 동물이름을 차용한 우분투의 이름을 붙이는 전통이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동일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형용사+동물이름의 형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우분투 10.04는 Lucid Lynx라는 이름이 붙었다. 알파벳 L로 시작하는 형용사
와 동물이다. 이것의 다음 버전은 L다음의 알파벳인 M으로 시작하는 형용사와 동물이
름의 조합으로 붙게 되고 그 이름은 Maverick Meerkat이었다. 이런 유쾌한 이름 짓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널리 퍼진 일반적인 문화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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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리눅스 배포판의 선호도 순위

순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1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민트

민트

2

맨드리바

PC리눅스OS

페도라

우분투

우분투

3

수세

오픈수세

민트

페도라

데비안

4

페도라

페도라

오픈수세

데비안

마지아

5

메피스

Sabayon

데비안

오픈수세

페도라

6

데비안

민트

맨드리바

아치

오픈수세

7

KNOPPIX

데비안

퍼피

PC리눅스OS

PC리눅스OS

메피스

PC리눅스OS

CentOS

만자로

Damn

8

Small

9

젠투

맨드리바

Sabayon

퍼피

아치

10

슬랙웨어

Damn Small

아치

맨드리바

퍼피

자료 : 디스트로와치(distrowatch.com)
우분투는 2004년에 디스트로와치 순위 13위에 오른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5
년 2위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1위에 등극한다 40 . 그리고 2009년까지 수 년 동
안 가장 인기 있는 리눅스 배포판의 자리에 오른다. 다른 그 어떤 배포판도 그
정도의 인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우분투는 민트라는 새로운 배
포판에 밀려 2위로 내려왔고,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트라는 배포판은
우분투에서 파생된 것이다. 우분투가 데비안의 것을 가져와 만들었듯이, 민트는
우분투를 가져가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분투가 데비안을 가져왔지만 큰 변형이
40

2005년 당시 2위와 3위의 점수차이는 213점이었으나, 1위와 2위의 점수차이는 무려 882
점이었다.

오픈소스와 소셜 이노베이션 147

일어난 반면, 민트는 우분투에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수정을 덧붙인다. 게다
가 민트는 우분투의 발표주기도 같다. 새로운 우분투가 나오면 새로운 민트도
함께 나오는 방식이다. 그러니 민트는 우분투가 매우 가까운 변형물인 셈이다.
결국 우분투와 그 파생 배포판이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리눅스
배포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우분투가 리눅스 세계에서 유례없는 큰 성공
을 거두었다는 점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단한 위업이다.

(2) 우분투 리눅스의 혁신 과정
우분투 리눅스는 크게 성공한 운영체제였고,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혁신의
과정을 단계 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
우분투 리눅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데스크탑에 적합한 리눅스 배포판이었
다. 데스크탑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서버에 익숙한 컴퓨터 전문가 집단이 아니
라, 보통의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리눅스 운영체제를 의미했
다. 그 전까지 리눅스는 일반 아마추어는 설치하기도 쉽지 않는 악명 높은 마
니아들의 운영체제였다. 우분투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지향했다. 이것이 바로 우분투의 기
본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리고 다른 배포판처럼 역시 리눅스 커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
께 우분투는 데비안으로부터 기본적인 구조를 가져왔다. deb이라는 데비안의 패
키징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데비안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후 독자적인 구조와 남들보다 먼저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리눅스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긴 했지만, 초기에는 데비안의 기술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
우분투의 가장 핵심적인 시드테크는 바로 데비안이었다.
수행/구현
우분투를 직접 만드는 과정은 다른 보통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처럼 크라우
드소싱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분투는 크게 두 가지 독특성이 있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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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패드라는 기술의 도입이다. 우분투는 자신들의 편리한 생산을 위해 런치패
드라는 도구 및 사이는 직접 만들었고, 이를 통해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자
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리눅스의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캐노니컬이라는 기업이 우분투의 주체라는 점이다. 보통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개인 혹은 커뮤니티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형태인데 반해,
우분투는 처음부터 캐노니컬이라는 기업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 프로젝트였다. 기업이 여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주체였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수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
이 넘어야 할 가장 힘든 장벽인 펀딩 문제가 처음부터 해결된 상태였던 셈이다.
그러니 크라우드소싱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은 프로젝트의 중단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개인 개발자들의 관심
까지도 가져올 수 있었다.
캐노니컬은 우분투에 대한 가장 의지를 보여줬으며, 우분투원이나 우분투 터
치와 같은 시도를 하였으며, 이런 시도는 다른 배포판에서는 도전하기 어려웠
던 것이다. 기업이 기술의 주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도전이었다.
확산
우분투는 등장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했다. 우
분투가 그렇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의 수요가
컸다는 점이다. 그전까지 리눅스 사용자들은 거의 대부분 컴퓨터 전문가들이었
으며 이들은 초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리눅스에 대해 관심
이 있었던 일반 사용자들은 높은 기술적인 진입장벽으로 인해 쉽게 리눅스를
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우분투는 처음부터 이들을 위한 것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손쉬운 사용을 지향했고, 리눅스를 쓰고 싶었던 일반 사용자들이 이런
우분투에 열광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분투는 런치패드라는 도구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이 런치패드는 개발자 생
태계를 구성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누구나 런치패드에 자기 프로
젝트를 개설하고, 누구나 크라우드소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각
자가 리눅스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고, 그 과정에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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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지 않았다. 이런 런치패드가 있었기 때문에 우분투는 자발적인 생태계 구조
가 형성되었고, 이것은 다시 강력한 우분투의 수요를 낳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었다.
우분투의 인기가 높아지자 충분한 사용자의 규모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생태계의 규모가 커져 자체적인 순환이 가능해진다. 우분투
는 이 임계 규모를 넘어서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우분투는 확산에 몇 가지 문
제점이 있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나치게 실험적인 기술의 도입이다. 우분투
는 빠른 유행을 선도한 운영체제였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빠르게
흡수했고, 그 덕분에 매 버전마다 큰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사
용자들은 당연히 환영했지만, 6개월마다 바뀌는 기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
는 사용자들도 많았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을 남들보다 빠르게 도입하면 그 과
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잦은 오류는 나중에 업데이
트로 해결되긴 했지만, 일단 발생했다는 것이 중요했고, 일부 사용자들은 이런
과정에 피곤을 느꼈다.
이런 우분투의 불만이 높아지자 새로운 배포판을 지향하는 그룹이 발생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요구에 맞는 배포판을 따로 만들기 시작했다. 기본
적으로 우분투를 좋아하지만 몇몇 정책을 수정한 그런 배포판을 원했고, 그렇
게 시작된 것이 바로 민트라는 배포판이다. 민트는 최근에 가장 큰 인기를 얻
고 있는 배포판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는 우분투와 거의 같은 배포판이다.
이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
이다.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였다면 법적인 문제로 인해 이런 방식을 도입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우분투는 또 다른 배포판의 시드테크가 되었다.
정리
우분투의 혁신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3-9>와 같다. 우분투
의 혁신 과정 삼 단계를 정리하자면 위 그림과 같다. 우분투는 기업 주체라는
다소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글로벌 크라우드소싱을 성공적으로 이뤘고,
그 결과 가장 거대한 사용자 규모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150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을 시도했고, 민트의 시드테크가 되었다. 이 과정 모두 수
많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아이디어

• 시드테크로서 리눅스 커널과 데비안 리눅스
• 데스크탑을 위한 쉬운 리눅스 운영체제

• 런치패드를 이용한 글로벌 크라우드소싱

수행/구현

• 캐노니컬과 마크 셔틀워스의 리더십
• 기업주도 프로젝트로서 자금문제 해결

• 가장 많은 사용자 규모 확보

확산

• 상업적 영역을 포함한 성공적인 생태계 구성
•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
• 이후 배포판의 시드테크

<그림 3-9> 우분투의 혁신 과정
우분투가 리눅스 커널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상업적인 영역에 있다. 리눅스
커널은 그 기술이 매우 대단하기 때문에 거대 기업들의 도움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지만, 우분투는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상업화
문제를 해결하고 영속성을 얻어야 하는데, 우분투는 이것을 모바일 운영체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단순히 기부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우분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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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드로이드의 발전
현재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와 iOS이다. 하
지만 단순히 양으로만 따진다면 지금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한 운영체제는 단연
안드로이드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력 상품이기도
하다.
이렇게 거대한 성공을 거둔 안드로이드는 수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이 참여하
여 만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앞서 살펴보았던 리눅
스 커널이나 우분투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그것이 안드로이드의 성공
에 큰 영향을 미쳤고, 반대로 안드로이드의 영속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했다. 이런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혁신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안드로이드는 앤디 루빈(Andy Rubin)이 2003년에 세운 회사의 이름이자, 이
회사 제품의 이름이었다. 그는 모바일 장비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
었고, 이를 계속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의 경쟁자였던 심비안이나 윈도우 모바
일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2005년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인수
하게 되었다.
구글과 루빈은 리눅스 커널에 기반한 모바일 기기의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
를 사용할 하드웨어 업체들을 물색했다. 2007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인텔, LG, 삼성 등 굴지의 거대 기업들이 모여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OHA)
를 결성했고, 이들은 모바일 기기를 위한 공개적인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고, 그것이 바로 안드로이드였다.
초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는 애플의 iOS에 크게 밀렸다. 안드로이
드는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졌고, 디자인이 투박했을 뿐만 아니라, 등록된 앱
의 양과 질 모두에서 심각해서 뒤쳐졌다. 애플의 아름다운 운영체제는 스티브
잡스라는 거대한 스타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아이폰을 따라하는 볼 품 없는 제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안드로이드도 꾸준히 발전함에 따라 가격이 비싼 애플의 제품에 충분
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0년에 진저 브래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
려진 2.3버전의 안드로이드는 여전히 애플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사용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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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수준임을 인식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때를 시작으로 하여 재빠른 후속
버전의 등장으로 안드로이드는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갖추었고, 다양한 제
품군과 수많은 변종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결국 안드로이드는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자인 iOS를 압도적
으로 누르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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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 점유율 추이41
위 <그림 3-10>을 보면, 안드로이드는 2010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2010
년이 바로 안드로이드 2.3인 진저 브래드가 출시된 때이다. 이 단계가 되어서

41

자료 : 가트너 매 분기 시장점유율 발표. 점유율이 미미한 바다OS와 기타 운영체체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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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비로소 안드로이드는 쓸만한 운영체제라는 평가를 얻었고, 이후 급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서는 무려 78%라는 엄청난 시장점유율을 확
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림 3-11>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계층구조42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인 기술구조가 앞서 다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는 많이
다르다. 위 그림을 보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기술구조를 계층별로 나누어 나
타내었다. 제일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은 단연 리눅스 커널로서 하드웨어를 제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리눅스 커널은 앞서 다루었던 토발
즈의 그 리눅스 커널을 그대로 사용한다. 한때 잠시 분리를 선언했었지만, 하드
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운영체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42

자료 : http://en.wikipedia.org/wiki/File:Android-System-Architecture.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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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능력의 낭비로 귀결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합치게 되
었다. 리눅스 커널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인데, 이것들은
여러 소프트웨어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자원들의 운영을 담당한다. 그리고 여기
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다. 이 런타임 안에는 달빅(Dalvik)
이라는 가상머신이 작동하고 있다. 이 가상머신이 바로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
제가 가진 핵심적인 특징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가상머신이라는 점이다. 가
상머신은 물리적인 기계장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구현된 논리적인
기기를 의미한다. 물리적인 하드웨어 위에 일정한 규격을 갖는 가상머신을 만
들고, 그 가상머신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
면 응용 프로그램은 한 단계 더 거쳐 작동하게 되므로 성능이 약간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가상머신은 범용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즉 물
리적인 하드웨어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 위에 동일한 가상머신이 존재하기
만 한다면 똑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그 위에서 작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하드웨어를 어떤 부품으로 제작할지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도 모
든 기기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안드로이드
가 가진 범용성이라는 큰 장점이다. 그리고 가상머신의 성능을 조금씩 업그레
이드함으로써 손해 보는 성능을 조금씩 만회할 수 있다.
위 <그림 3-11>에서 볼 수 있듯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다른 기존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가져다 쓴다. 리눅스 커널이나 여러 기
본 라이브러리 등은 안드로이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다. 이것들을 잘 결합하고 거기에 안드로이드
만의 고유한 기술은 자바 가상머신을 얹어 안드로이드를 완성한 것이다. 이렇
게 기대하는 목적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기술적 자원들을 잘 취사선택하여 동
원한 뒤, 여기에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안드로
이드 개발의 핵심이다. 앞서 다루었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자신
의 고유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기존의 기술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축을 잃어버리게 되면 프로젝트가 흔들리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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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전에 강조한 바와
같다.
안드로이드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이것인 우분투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이끌
어나간다는 점이다. 우분투를 캐노니컬이 주도했듯이,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모
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 안드로이드가 우분투와 다른 점은 안드로이드의 개발
에 참여하는 핵심 집단이 기업이라는 점이다. 우분투는 일반 사용자들의 크라
우드소싱으로 진행된 반면, 안드로이드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들은 모두 거대
기업들이다. 물론 일반 개발자들의 크라우드소싱도 존재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제작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
에 스마트폰을 제작하는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모두 안드로이드 개발에 직간
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사실
상 기업들의 크라우드소싱으로 발전하는 독특한 프로젝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적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안드
로이드 전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아니라는 점이다.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과 같은 성공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운영체제이
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안드로이드의 모든 부분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것은 아니다. 안드로이드의 가장 중요한 몇몇 부분
은 공개되지 않고 구글이 직접 만들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구글과 제휴를 맺
은 기업들에게만 제공되는 것들이 있다.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주로 API부
분들이며, 이것은 주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거나 안드로이드를 함께 이용하여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따라서 안드로이드는 일부분만 공개된
반쪽 짜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물론 개별 스마트폰 생산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
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위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
젝트(AOSP)라고 불리는 것인데, 스마트폰 생산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안드로이드 전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구글이 직접 관장하다 보니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구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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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구글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안드로이드가 사용되도록 직간
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43. 이런 현상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
로젝트에서 목격하기 힘들고, 오히려 절대 권장되지 않는 행위들이다. 이런 것
들이 가능한 이유는 안드로이드의 주된 고객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역시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맞다. 따라서 글
로벌 수준의 크라우드소싱으로 통해 만들어진다. 다만 그 과정을 구글이 전담
하고 있을 뿐이다. 구글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며,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기도 한다. 안드로이드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처럼
쓸 수 있다. 다만 구글이 강제하는 것만 제거하면 가능하다. 구글이 강제하고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글 플레이 마켓이다.
여기에 앱이 등록되고 이곳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포기하면 구글의 강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실제
로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통신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일부 태블렛이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 등장한 바 있다. 따라서 구글이 강제하는 몇몇 통제는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강력한 위협이 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에게는 치명적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안
드로이드 이후 새로운 운영체제에 큰 관심을 가진 이들이 모두 스마트폰 생산
기업임은 당연한 일이다. 삼성은 아예 자신들이 직접 타이젠이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다.
스마트폰이 단기간에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두 앱이라는 다양한 소프트
웨어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앱마켓이 활성화된 정도는 스마트폰의 성공에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초기 안드로이드는 애플의 iOS에 비해 앱이 무척 부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격차가 작아졌다. 그만큼 앱마켓이 활성화되었다는 점

43

실제로 에이서(Acer)와 에이수스(Asus) 같은 중국 기업들은 안드로이드와 다른 운영체
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제품을 준비했지만 중도에 포기한 바 있다. 그리
고 이것에 배후에는 구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오픈소스와 소셜 이노베이션 157

인데, 이렇게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성장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지만, 여기에는 부수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iOS는 대단히 아름답고 우수한 운영체제로 인정받지만, 사용자가 그것을 자
유롭게 뜯어볼 수는 없도록 강력하게 막고 있다. 반면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만큼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그 속을 들어다 볼 수 있다. 이 차이
점으로 인해 안드로이드는 소위 루팅(Rooting)이라 불리는 기기의 통제권 확보
가 무척 용이했다. 기기의 모든 통제권을 사용자가 확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
용자가 이 기기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았고, 그 사람들은 주로
XDA(www.xda-developers.com)라 불리는 곳에서 모여 안드로이드를 자기 입맛
에 맞게 변형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이 축적될수록 새로운 기능이 축적되었
고, 안드로이드는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을 구
축할 수 있었다.
물론 XDA에서의 활동은 구글과는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것이다. 그러나
XDA의 비공식적인 활동이 안드로이드의 생태계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은 암묵적인 동업자 관계인 셈
이다.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강력한 것은 그 규모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
드 사용자 규모는 엄청나다. 그들의 단 0.1%에게 앱을 판매할 수 있다면 그 자
체로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거대한 규모는 더 많은 개발자를 불러모으
고, 더 많은 개발자들은 더 많은 앱을 만들게 된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지만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더욱 견고해진다.
규모로서 강력한 안드로이드이지만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분명 존재한
다. 그 중에서도 단연 중요한 문제는 바로 보안이다. 안드로이드는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피싱(Phshing)에 특히 취약할 뿐만 아
니라, 애초부터 해킹을 위한 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치명적인 문제점
들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안 문제는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
는 문제들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보안성을 가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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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구글의 의지와 꾸준함에
달린 문제이다.
오히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앱마켓의 왜곡이다. 건전한 생태계는 기술의
영속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충분한 규모가 달성되었기에 생태계의 자체적인 생
존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규모가 너무 커서 참여자가 지나치
게 많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왜곡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나
치게 치열한 경쟁은 부정한 방법을 유도하는 환경적 요인이 된다. 기발하고 독
창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남의 것을 차용하거나, 유행에만 민감한 앱들만 난무하
게 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면 이를 따라 하는 유사품들이 시장에
범람한다. 이렇게 앱마켓이 왜곡되면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시장에 부
정행위자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사용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기술의 영속성 자
체도 위협받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드로이드를 관장하는 구글의 노
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앱마켓을 통해 개발자들이 적절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만 갖고 있는 고유한 위험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
은 바로 특허 소송문제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
들만큼 거대한 기술소송이다. 애플은 삼성의 스마트폰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
쳤다고 소송을 내었고, 이 소송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애플이 주장
하는 침해의 여럿은 삼성이 아닌 구글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스마트폰 자체의
외형 디자인은 삼성과 애플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지만, 소프트웨어와 관련
된 문제의 상당수는 삼성보다는 구글과 관련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안드로이
드 운영체제에 대한 영향력은 삼성보다 구글이 압도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애플이 구글과 직접 소송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승리
를 확신하기가 너무 어렵고, 승리하지 못했을 때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
나 안드로이드가 빠른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이 소홀
했던 것은 사실이다. 만약 안드로이드의 어떤 부분이 명백하게 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그 승리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의 특허 문제는 애플 이외에도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오라클
과의 자바 사용문제이다. 안드로이드의 기본적인 구조는 리눅스 커널 위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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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이라는 자바 가상머신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바로 이 자바 가상머신
을 작동시키는 런타임인데, 이것이 바로 오라클의 기술이다. 자바라는 기술은
오래 전 선마이크로시스템스에서 개발한 기술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를 오라클
이 인수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오라클은 선마이크로시스
템스와 달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강한 혐오감을 가진 기업이었다. 이 인수
를 통해서 MySQL, 오픈오피스(Open Office), 자바 등 당시로서도 이미 널리 사
용되고 있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관리주체가 오라클로 넘어갔다. 오라클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매우 싫어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으나 오라클
은 기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분
야에서 오라클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크라우드소싱에 참여했던 많은 개
발자들이 이탈했다. 심지어 오픈오피스는 아예 따로 분리하여 리브레오피스
(Libre Office)를 만들기도 했고, 리눅스 사용자 진영에서는 오픈오피스를 버리
고 리브레오피스를 기본 소프트웨어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 자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업계 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예한 사안이었
다.
자바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모바
일 장비에 사용되는 자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오라클은 이 점을 강하게 부각시켰고, 구글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부단히 노
력했다. 오라클을 제외한 업계의 일반적인 입장은 오라클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오라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구글은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자바 런타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둘 다 안드로
이드로서는 치명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오라클의 주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
지만, 기술의 문제가 법정에서 논의될 때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안드로이드의 영속성을 위협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것보다 법적인 것이
더 크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갖는 법적인 위험은 생각보다 크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것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이기 때문이다. 그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 중 어느 하
나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상업화된 아이디어를 가져오거나, 혹은 실수로 다
른 라이선스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동료 작업자가 검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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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거치기는 하지만 모든 실수와 고의를 잡아낼 방법은 없다. 이런 경우
소수의 실수와 잘못으로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는 그것이 사회에 무상으로 기여된다고 해서 남의 것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 특히 그 대상이 특허로 보호받고 있거나 고유한 디자인 속성과 관
련된 것이라면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영속성을 위해서
는 법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이라는 막
강한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지만, 개인이나 작은 커뮤니티가 주도하
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이런 보호를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프로젝트를 이끌어나가는 리더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리더십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왜냐하면 소규모의 프로젝트인 경우 일개 개인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개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 프로젝트에 쏟을 수도 없다. 게다가 일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
쩔 수 없이 프로젝트가 중도에 멈출 수도 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대체로 리더십 문제가 고질적인 약점이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정반대의 문제를 갖고 있다. 구글이라는 리더가 너무
강력한 것이 문제가 된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파편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강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구글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도 없게 된다. 아직까지는
구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갈등을 보이진 않고 나름대로 합의가 잘 이
루어져 왔다. 문제는 안드로이드의 시장점유율이 최상을 기록하고 있는 때부터
이다. 안드로이드가 시장을 선도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되는 순간이 머지
않았다. 이때부터는 남은 한정된 시장을 두고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
이다. 더 치열한 경쟁은 더 낮은 이윤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글은 앱마켓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수익은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쟁과는 무관하다.
게다가 마켓 수수료는 점차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 제조사는
구글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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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관리를 독점하고 있는 이상 딱히 대응할만한 방도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거대 제조사를 중심으로 안드로이드 이후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이 있다. 삼성은 예전부터 바다라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개
발했었지만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타이젠이라는 새
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기존의 바다를 타이젠에 통합시켰다. 타이젠 역시
모바일 장비를 위한 운영체제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다만 관리주체가
구글이 아닌 삼성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타이젠 역시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는 운영체제이지만 안드로이드처럼 자바 가상머신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삼성전자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이후의 대안모색과 더불어 구글
을 견제하려는 두 가지 목적 모두 담겨 있다.
삼성뿐만 아니다. 엘지전자는 웹OS를 직접 인수했다. 웹OS 역시 작은 기기
들을 위한 운영체제이다. 현재 엘지전자는 웹OS를 스마트TV에 우선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를 스마트폰을 위한 운영체제로 바꾸는 것
도 충분히 가능하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직접 개발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
문에 다른 대안적인 운영체제의 도입을 시도하기도 한다. 대안적인 운영체제로
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우분투 터치나 파이어폭스 OS 등이 있다. 이런 대
안적인 운영체제들은 아직 안드로이드와 경쟁할 수준이 되지는 못하지만, 지나
치게 강력한 구글의 리더십이 가져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견제장치로서 준비
되고 있다.

(4) 안드로이드의 혁신 과정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혁신 과정을 단계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
안드로이드는 모바일 장비를 위한 통합적 운영체제이다. 가정이나 사무실에
서 사용하는 컴퓨터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모바일 기기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
이 바로 그 목적이다. 이것의 배경에는 단연 모바일 중심으로의 변화가 있다.

162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인터넷이 우리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지만 인터넷은 여전히 유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보급은 모바일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
왔고, 스마트폰의 등장은 이를 더욱 급격하게 만들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안드
로이드 프로젝트는 필연적인 것이었고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의 크라우드소싱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이미 검증된 범용 운영체제인 리눅스 커널을 활용하고 그 위에서 하드웨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운영체제를 위해서는 가
상머신이라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것도 자바라는 기존의 범용기술을 활용하
여 해결하였다.
수행/구현
안드로이드는 앤디 루빈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했던 것이다. 안드로이드가 쓸만한 수준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스타트업의 상황에서는 이를 감당
하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인수했다44 . 이로서 루빈은 안
정적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자금의 문제가 해
결되자, 안드로이드는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역시 글로벌 크라
우드소싱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었다. 물론 구글이라는 거대하고 능력 있는 기
업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구글이 직접 기여한 바도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안드로이드는 전체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술 중에서 필요한 것을 동원하고, 자체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를 진행했지만, 안드로이드의 핵심부분은 공개되지 않고 구글이 직접 만들고
이끌었다. 이런 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행위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기술개발

44

안드로이드가 구글에 인수되기 전에 루빈이 먼저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인수의사를
타진했었지만 삼성이 이를 거부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것의 진위여부를 떠나 당시 루빈
과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처했던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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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구글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해결했다.
안드로이드는 기존의 성공적인 기술들의 네트워크를 잘 짜냈고, 거기에 구글
과 앤디 루빈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안드
로이드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범용성이다. 이를 십분 활용하여 다양한 하드웨
어를 쉽게 지원할 수 있었고 따라서 여러 제조업체와의 공동작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시장이 재빨리 내놓을 수 있었다. 이것은 한 가지 제품에만 집중하는
애플과는 전혀 다른 전략이었고, 사용자의 다양한 취향과 수요를 맞출 수 있다
는 점에서 안드로이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확산
기술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견고한 생태계를 만
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안드로이드는 가장 거대
한 성공을 이룬 기술 중 하나이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지금까지 다운로드된
전체 앱 개수의 추정치는 2014년 5월 현재 170억개를 넘어서고 있다45 .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애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애
플의 앱스토어는 구글플레이마켓보다 두 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정부연
2014, 20). 양일 아니라 질적인 기준으로는 여전히 애플이 강한 우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거대한 규모의 생태계 구성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안드로이드가 플랫폼으로서
이미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안드로이드의 장점 중 하나가 범용성이다. 스마트
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멀티미디어 재생기기,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휴대용 정
보기기에 탑재될 수 있는 큰 확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단순히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는 거의 대부분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
전에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이것이 기
술적으로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여러 개인 개발자들이 모여 이를 쉽게 해결해
주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블랙마켓에 해당하지만, 사용자의 입
45

출처 : http://www.androlib.com/appstats.aspx

164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장에서는 더 큰 확장성을 보장해주는 측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막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산한 기기의 잠재력
을 사용자들이 알아서 더 키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침
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암묵적으로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더
욱 부추기는 일도 벌어진다. 그 결과 안드로이드의 확산은 더욱 커진다.
정리
지금까지 상술한 안드로이드의 혁신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3-12>와 같다.

아이디어

• 시드테크로서 리눅스 커널과 자바 런타임
• 모바일 기기를 위한 범용 운영체제

• 구글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크라우드소싱

수행/구현

• 구글과 앤디 루빈의 강력한 리더십
• 기업 주도 오픈소스 프로젝트

• 강력한 플랫폼과 거대한 생태계 구성

확산

• 거대 기술기업과의 견고한 네트워크 구성
• 법적 위험 해소

<그림 3-12> 안드로이드의 혁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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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 재단 중심의 소셜 이노베이션 : 파이어폭스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
술은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웹 브라우
저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파이어폭스는 한때 시장점유율 2위까
지 올랐던 인기 있는 브라우저이다.
파이어폭스는 웹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앞서 다루었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보
다는 한참 규모가 작다. 그래서 관련된 행위자의 네트워크 규모도 작은 편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재단이다. 이런 독특
한 특성들이 파이어폭스의 기술적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을 이해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1) 파이어폭스의 발전
파이어폭스는 2004년에 처음 등장한 웹 브라우저이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
해서는 웹 브라우저가 필수적이다. 초기에 시장을 장악한 웹 브라우저는 네스
케이프 네비게이터(Netscape Navigator)였다. 한때 대단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했
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견제에 밀려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 이
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가장 강력한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잡게 되었다.
익스플로러의 성공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의 끼워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비
난도 많았지만, 어쨌든 익스플로러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나머지 후속 버전의
제작을 미뤄둘 정도였다. 그렇게 익스플로러가 안주하는 사이에 파이어폭스 프
로젝트는 시작되었다.
파이어폭스가 지향한 바는 당시 익스플로러가 재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
었던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첫째로 파이어폭스는 웹표준을 제대로 지
원하는 브라우저를 지향했다. 기존의 익스플로러는 웹표준을 고의적으로 무시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적인 기술을 사용하거나 웹표준을 지원하더라도 부
분적으로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액티브엑스(Activ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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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표준 기술들이다. 파이어폭스는 웹표준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브
라우저를 지향했다. 둘째, 파이어폭스는 탭 브라우징을 구현했다. 지금은 당연
하게 여겨지는 기술이지만 당시로서는 참신하게 여겨졌던 기술이다. 탭 브라우
징이라는 당시 대단히 혁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지막으로 파이어폭스
가 지향했던 것은 바로 부가기능(Extension)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부가기능이
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자기가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자리잡게 되면 파이어폭스만의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대단히 혁신적인 시스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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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데스크탑 브라우저 점유율 추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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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http://gs.statcounter.com/#desktop-browser-ww-quarterly-200803-201402)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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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폭스는 시장에 등장하자 마자 2위를 차지했다. 왜냐하면 익스플로러가
거의 독점 수준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점유율로도 2위를 차
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후 파이어폭스는 20~30% 정도의 점유율을 안정
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글이 주도하는 크롬이 등장한 이후 파이어
폭스는 영향을 받았다. 크롬은 안드로이드의 급격한 성장과 맞물려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갔고 익스플로러 만큼은 아니지만 점유율에 약간 하락했다. 위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이어폭스는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파이어폭스는 네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계승한 브라우저이다. 네스케이프는
웹 브라우저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크 안드레센(Marc Andressen)이 만든 모자익
(Mosaic)에 기반한 그래픽 웹 브라우저였다. 익스플로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장을 장악한 기술이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지원을 업은 익스
플로러가 시장을 잠식해오자, 네스케이프는 점차 점유율을 잃었고, 그래서 네스
케이프는 게코(Gecko) 엔진에 기반한 새로운 브라우저를 만들기로 하였고, 그
것의 개발이름이 모질라(Mozilla)였다. 모질라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개발이 이
루어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였다. 이후 네스케이프는 더 이상 개발되지 않았고,
모든 것은 모질라가 계승하게 되었다.
모질라는 이후에 파이어폭스와 이메일 클라이언트인 썬더버드로 분리되었고,
모질라는 이를 관장하는 재단으로 발전했다. 2003년 드디어 모질라 재단이 공
식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재단이 파이어폭스 및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
로젝트를 관장했다.
결국 파이어폭스의 시드테크는 네스케이프라고 할 수 있다. 네스케이프는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아메리카 온라인(AOL)이 이를 인수하
고 후에 익스플로러에 완전히 패배하여 더 이상의 시장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되자 아메리카 온라인은 이를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그들에게는 폐기처분이자
일종의 기부행위에 가까운 것이었다.

공하는 브라우저 점유율 자료 중 상위 5개만의 추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모바일과 태블
릿 통계를 포함시키지 않는 순수하게 PC용 브라우저만 집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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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웹 브라우저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보다는 이
미 존재하는 이 기술을 가져다가 쓰길 원했고, 그 결과가 파이어폭스였다. 모질
라 재단은 파이어폭스 및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개발도구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버그질라(Bugzilla)
라는 사이트였다. 버그질라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다가 발견한 문제
점과 버그를 신고하고, 추가하길 원하는 새로운 기능을 제안하는 도구이다. 다
양한 문제점과 중복 신고된 문제를 편리하게 구체화하고 문제의 수정을 해당
개발자에게 맡기고 수정된 사항이 자동으로 통합되는 개발도구였다.
모질라 재단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크라우드소싱을 관리하고 감
독했으며, 파이어폭스는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이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체제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파이어폭스를 위한 하위
프로젝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했다. 각 나라별로 운영체제 별로
추가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가장 최신 버전의 윈
도우용 파이어폭스는 모두 89가지의 언어를 지원한다 47 . 이 89가지 언어 모두
모질라 재단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다. 모질라 재단은 기본이 되는 영어버전만
제작하고 각 나라별로 현지화 작업이 따로 진행된다. 이것은 각각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며 각각 프로젝트마다 책임을 맡은 리더들이 배정되어 있다. 결국
모질라 재단은 이런 하위 프로젝트의 진행까지 모두 관리해야 하는 쉽지 않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모질라 재단은 비영리 재단이다. 그러나 모질라 재단이 다루는 소프트웨어는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리눅스 재단처럼 규모가 크지 않다. 따라서 기부금
규모도 매우 작은 편이다. 이런 모질라 재단은 금전적인 문제를 매우 독특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결했다. 파이어폭스를 처음 실행하면 파이어폭스에 맞게
수정된 구글 검색화면이 나온다. 사용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지만 만약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 구글 검색창을 이용하여 검색을 한다면 모질라 재단은
그에 따라 구글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파
이어폭스를 쓰면 쓸수록 모질라 재단은 더 많은 돈을 구글로부터 받을 수 있었

47

출처 : ftp://archive.mozilla.org/pub/mozilla.org/firefox/releases/latest/win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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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이렇게 구글로부터 받는 돈은 모질라 재단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모질라 재단의 회계자료를 보면, 그 해 모질라 재단의 총
수입이 6천 6백만 달러가 조금 넘었지만, 그 중에서 6천 백만 달러가 로열티에
서 나온 것이었다(Mozilla Foundation and Subsidiary 2006, 3). 이후 모질라 재단은
꾸준히 구글과의 계약을 갱신해왔으며, 로열티 규모는 점점 더 커졌다. 2011년
에는 해마다 무려 3억달러씩 받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Swisher 2011).
모질라 재단은 기발한 발상으로 재정문제를 손쉽게 해결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구글과의 계약은 시간제한이 있다. 가장 최근 계약은
2014년에 종결된다. 이후에 추가로 또 연장계약을 해야 하지만, 주도권은 모질
라 재단이 아니라 구글에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구글은 크롬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크롬은 파이어폭스와 같은 오픈소스 웹 브라우저이다. 그러
니 크롬과 파이어폭스는 완벽하게 시장이 겹치는 경쟁자인 셈이다. 게다가 최
근의 경향은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크롬이 파이어폭스를 크게 앞
지르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니 조건은 모질라 재단에 더욱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모질라 재단에게도 기회는 있다. 모질라 재단은 파이어폭스를 단순한
웹 브라우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체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파이어폭스 OS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구글의 전략과도 유사한데, 구글
은 크롬을 운영체제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크롬북이라는 전용
하드웨어까지 생산하고 있다. 모질라 재단도 이와 유사하게 파이어폭스를 스마
트폰을 위한 운영체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파이어폭스 OS는 HTML5 기술에 기
반한 운영체제로서 가볍게 사용하는 저가용 제품에 주로 채용될 것으로 기대된
다. 실제로 모질라 재단은 ZTE, 화웨이, 엘지전자 등이 파이어폭스 OS를 채용
한 제품을 생산할 것이며 추가 기업이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48.
모질라 재단이 파이어폭스 OS가 실제로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출시되면 모질
라 재단은 구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

48

출처 : https://www.mozilla.org/en-US/foundation/annualreport/2012/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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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리 것이고, 이는 그들이 운영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파이어폭스가 애초에 지향했던 목표는 이제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사항이 되
었다. 다른 브라우저와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요소는 단연 부가기능이다. 이것은
사용자가 직접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개하면 파이어
폭스 이용자를 이를 파이어폭스에 함께 설치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통해 개발자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고, 개발자들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부가기능을 설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만 가능하다. 그리고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와 크롬 두 가지뿐이고, 이 두 가지 브라우저
가 부가기능을 지원하다. 그러나 크롬의 부가기능은 상대적으로 파이어폭스 만
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부가기능이 축적되어 있지도 않다. 부가기능
이야말로 파이어폭스를 대표하는 생태계 네트워크이다.
파이어폭스는 부가기능이 이외에 테마변경을 지원한다. 이것 역시 개인들이
직접 만든 테마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모질라 재단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테마를 이용할 수 있
다는 점은 비록 비금전적인 생태계이긴 하지만 충분히 자생 가능한 생태계 구
성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오
픈”소스”와 관련된 부문에서 명성과 관심은 가장 최우선의 활동 이유가 된다.

(2) 파이어폭스의 혁신 과정
파이어폭스의 기술혁신 과정은 단계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아이디어
파이어폭스는 오픈소스 웹 브라우저였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질식시킬
정도로 장악한 상태에서 새로운 브라우저에 대한 수요는 충분했고, 시드테크로
서 이전의 네스케이프를 계승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파이어폭스는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파이어폭스는 줄곧 2위의 점유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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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폭스가 지향했던 것은 웹표준의 준수, 탭 브라우징 지원, 그리고 부가
기능의 지원이었다. 그 외에 높은 보안성이라는 것도 역시 파이어폭스가 지향
한 것 중 하나이지만, 이것은 웹표준을 지키고 SSL처럼 시장에서 인정된 표준
적인 기술만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효과였다. 파이어폭스는 이
를 구현함으로써 시장에 균열을 가져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익스플로러
의 새로운 버전 제작에 힘을 쏟도록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했다.
수행/구현
모질라 재단은 파이어폭스를 만들면서 마찬가지로 글로벌 크라우드소싱을 진
행했다. 모질라 재단은 버그질라라는 자신들만의 기술개발 도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게다가 여러 나라 상황에 맞는 현지화를 위해 수많은 하위 프로젝트
를 조직화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그 결과 파이어폭스
는 8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모질라 재단의 원활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질라 재단은 비영리재단으로서 직접적인 수익사업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구글과의 기발한 검색제휴를 통해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기
술혁신을 진행하고 재단을 운영할 수 있었다. 파이어폭스 이용자가 파이어폭스
에 내장된 구글 검색을 이용할 때마다 모질라 재단은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구글 의존도는 오히려 재단 운영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재정 수입원의 다각화는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를 위해 모질라 재
단은 파이어폭스를 운영체제 수준으로 발전시켜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어폭스 OS는 저가형 모델을 중심으로 시장에 등장할 준비
를 하고 있다.
결국 정리하자면, 파이어폭스의 성공적인 혁신은 모질라 재단의 뛰어난 조정
능력이 무척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매우 다양한 프로젝트와 참가자를 조율하
고, 이윤을 추구하는 거대 기업과도 협상해야 하며,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술
기업과의 제휴 및 경쟁자와의 껄끄러운 관계까지 모두 조율해야 하는 쉽지 않
은 작업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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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파이어폭스는 안정적인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확산
파이어폭스는 오랫동안 시장점유율 2위를 유지했던 인기 브라우저였다. 최근
크롬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가 넘는 주류 브라우저로서 안정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부가기능이라는 자체 생태계 구성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또한 이것을 파이어폭스 OS라는 새로운 기술로 발전시킴으로써 파이어폭스
는 새로운 기술의 시드테크로 인정받게 되었고, 더욱 강력한 플랫폼으로 발전
하고 있다.
정리
파이어폭스의 기술혁신 과정을 단계 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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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테크로서 네스케이프 네비게이터

아이디어

• 웹표준, 탭 브라우징, 사용자 부가기능 구현
• 높은 확장성과 자유도를 가진 브라우저

• 버그질라와 글로벌 크라우드소싱

수행/구현

• 모질라 재단의 조율하는 리더십
• 구글과의 검색 제휴

확산

• 부가기능을 통한 견고한 생태계 구성

• 파이어폭스 OS와 생산기업과 제휴

<그림 3-14> 파이어폭스의 기술혁신 과정

파이어폭스가 성공적인 기술혁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요인을 단계 별로
구분해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파이어폭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술임에
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영리 재단이라는 운영주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대
기업이 운영하는 크롬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해당 기술
이 가짐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파이어폭스 OS의 성공여
부에 따라 파이어폭스의 미래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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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과 실패의 차이: 텍스트큐브와 워드프레스
텍스트큐브와 워드프레스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다. 이
둘은 기능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되고 있으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를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국내에서 개발되는 프로그램
이고, 후자는 글로벌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이 차
이가 규모의 차이를 낳게 되고, 결국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기술의 규모로 보자면, 이 두 가지는 앞서 다룬 것들보다 더 규모가 작은 기
술이다. 이 두 가지 기술이 서로 어떻게 혁신을 이루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자.

(1) 텍스트큐브의 발전
텍스트큐브와 워드프레스 양자 모두 서버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블로그
소프트웨어이다. PHP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MySQL이라
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이런 점은 텍스트큐브와 워드프레스 모두 동일하
다. 텍스트큐브는 니들웍스(Niddle Works)가 개발하고 있고, 태터 네트워크 재단
이 뒤에서 후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텍스트큐브는 이전에 태터툴즈라는 기
술을 계승 발전시킨 도구이다. 태터툴즈는 2004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꾸
준히 새로운 버전을 발표하였다.
태터툴즈는 당시로서는 성공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였다. 태터툴즈라는 오픈
소스에 기반한 서비스형 블로그인 티스토리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티스토
리는 태터앤컴퍼니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공동으로 제작한 사이트이지만, 후
에 다음이 모든 관리를 맡게 되었다. 또한 태터앤컴퍼니도 구글코리아가 인수
하는 등 태터툴스에서 텍스트큐브로 이어진 이 프로젝트는 제법 성공적인 것으
로 인식되고 있었다.
태터툴즈가 텍스트큐브로 이어져 개발되는 과정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복잡하
게 얽혀 있다. 중요 사안들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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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 : 테터툴즈 발표 (정재훈)
 2005년 9월 : 태터앤컴퍼니 출범 (태터툴즈 개발 및 지원)
 2006년 1월 : 태터앤프랜즈 조직 (태터툴즈 사용자들이 조직한 커뮤니티)
 2006년 5월 : 테터툴즈 기반의 서비스형 블로그 티스토리 발표 (태터앤
컴퍼니, 다음)
 2006년 11월 : 태터툴즈 1.1 버전 발표. 이 버전부터 태터앤프랜즈가 개
발을 담당
 2007년 6월 : 태터툴즈 마지막 버전 1.1.3 발표
 2007년 7월 : 다음 티스토리 인수
 2007년 8월 : 태터툴즈를 계승한 텍스트큐브 발표 (니들웍스, 태터앤프랜
즈)
 2008년 9월 : 구글코리아 태터앤컴퍼니 인수(텍스트큐브닷컴)
 2009년 12월 : 텍스트큐브 1.8 발표
 2011년 1월 : 텍스트큐브닷컴은 구글의 블로거 서비스와 통합
 2011년 4월 : 텍스트큐브 1.8.6 발표
 2014년 4월 : 텍스트큐브 1.9.1 발표
태터툴즈-텍스트큐브는 줄곧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의 개발과 이것을 이용한 서비스 양자를 동시에 추진해왔다. 태터툴즈라는 블
로그 도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지만, 이것을 변형하여
회원가입을 받아 서비스해주는 형태의 블로그 서비스도 함께 만들어 운영했는
데 이것이 바로 티스토리였다. 티스토리는 최종적으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인
수한 후, 태터툴즈는 텍스트큐브로 이름을 바꾸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블로그 도구인 텍스트큐브와 이것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텍스트큐브닷컴이 동시에 따로 운영되었다. 이것도 역시 텍스트큐브닷컴이 구
글이 인수되자 텍스트큐브는 해왔던 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유지되어 개
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 개의 줄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개발을 하는 주체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용한 서비스를 운용하는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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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훈-태터앤컴퍼니-태터앤프랜즈-니들웍스로 이어지는 라인이고, 후자는 티스토
리(태터앤컴퍼니와 다음-다음), 텍스트큐브닷컴(태터앤컴퓨터-구글)로 이어지는
라인이 된다.
티스토리는 현재 다음이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구글이 인수했던 텍스트큐브
닷컴은 현재 구글이 이미 갖고 있던 서비스였던 블로거에 통합되어 버렸다. 사
실 상 사라진 것이다. 이런 복잡한 이중의 과정을 통해 텍스트큐브는 발전해
왔다.
태터툴즈-텍스트큐브가 가진 독특성은 바로 비즈니스적 관점이다. 이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
다. 거대 기업의 후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제휴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들이 직접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시도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도입된 것이라기 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철저히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개발은 커뮤니티에 맡겨졌다. 초기 개발자인 정재훈은 태터툴즈 프로젝
트를 시작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생적인 커뮤니티
그룹인 태터앤프랜즈가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 태터앤프랜즈에서 일
부의 핵심 개발자들이 모여 만든 집단이 니들웍스이고 이들이 텍스트큐브 개발
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즉,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과 기술혁신은 순수한
비경제적인 커뮤니티 그룹에 맡겨진 셈이다.
이런 이중의 고리는 양쪽 모두 성공했을 때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러
나 비즈니스 영역으로 진출했던 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구글이라는 큰 기업에
인수되었지만, 더 이상 서비스로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티스토리는 현상유지,
텍스트큐브닷컴은 폐쇄되고 말았다. 이중의 라인에서 한쪽이 사라져 버리게 되
면 이제 남은 것은 가난한 커뮤니티뿐이었다49.

49

현재 텍스트큐브 공식 홈페이지(http://www.textcube.org/)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태터앤미디어가 후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각 후원사가 후원한 기능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지원은 현금지원이 아닌 기술지원이나 장비지원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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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텍스트큐브는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1.8대 버전
에서 1.9대 버전으로 넘어가는데 무려 3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는 사실 상
일정 시간 동안 개발이 멈춰있었다는 것이다. 니들웍스를 이끌고 있는 리더 신
정규는 이 프로젝트에 큰 공헌을 했고, 주변의 존경을 받으며 팀을 이끌고 있
지만, 규모가 작은 조직이라는 한계와, 자신의 본업을 마친 후 자투리 시간에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발전이 느려
졌다 50 . 느려진 기술의 발전은 경쟁 기술로 이용자들을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작아진 사용자 그룹은 프로젝트의 원동력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
어진다.
기술적으로 텍스트큐브는 뛰어난 확장성과, 손쉽게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
포맷을 개발하는 등 우수한 성능으로 큰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주로 한국에서
만 개발이 진행된다는 지역의 한계는 사용자 집단의 규모를 작게 만들 뿐만 아
니라, 확장의 한계를 만들게 된다. 사용자들이 테마와 부가기능을 만들어 적용
할 수 있지만, 일정 정도 수준으로 사용자 집단이 커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자
생적인 생태계의 구성은 쉽지 않게 된다.
실제로 2014년 5월 기준 텍스트큐브에 등록된 최근 스킨은 2012년 10월에,
최근 플러그인은 2013년 2월에 각각 등록된 것이다. 최근 1년 혹은 2년동안 새
로운 테마와 플러그인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정도로 비활성
화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발전하기란 리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
코 쉽지 않다.
태터툴즈-텍스트큐브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를 바로 리
더십의 실패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단 이 프로젝트에서는 너무 많은 행위자들
이 개입했고, 그 각각의 리더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개발 따로, 비즈니
스 따로, 커뮤니티 집단 따로, 초기 개발자 따로 등 이들이 하나로 통합된 커뮤

50

리더인 신정규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는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입장에 있으며 우리나
라를 떠나 있었던 기간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다른 개발자들도 자신의 창업이나 이직
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일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http://lunamoth.biz/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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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 채널을 구성하고 이에 맞춰 하나의 일관된 지향성에 대한 의견 일치
를 이룰 수 있었다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진행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작
은 규모로 이런 프로젝트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
임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에 집착했다. 그러
나 이것이 오히려 능력과 리더십의 분산을 야기했고, 통일된 지향성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이들이 추진했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도 꾸준한 것이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다음이 티스토리를 인수하고, 구글이 텍스
트큐브닷컴을 인수한 것은 지속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 순간으로 종결되는 이
벤트이다. 이런 비즈니즈 모델은 기술과 프로젝트의 영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텍스트큐브는 지금도 개발되고 있고, 니들웍스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그래
서 텍스트큐브를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텍스트큐브가 더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혹은 어떤 비전이 있는
가를 생각해본다면 이것을 성공한 프로젝트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2) 워드프레스의 발전
워드프레스는 텍스트큐브와 완벽하게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게
다가 사용하는 기술기반도 동일하다. 그러나 차이점이라면 이것은 미국에서 이
루어지는 글로벌 크라우드소싱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워드프레스는 b2/cafelog라는 도구를 계승한 프로그램이다. 2003년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매트 뮬렌웨그(Matt Mullenweg)와 마이크 리틀(Mike Little)이 공동으
로 만들었다.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
는 컨텐츠 관리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PHP로 작성되고 Mysql을 이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매우 많다. 이 조
합은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이기에 이를 시드테크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혁신
도구기술로 파악하는 것이 올바르다. 워드프레스는 공식적으로 b2/cafelog를 계
승한 프로그램이므로 워드프레스의 시드테크는 b2/cafelog라고 볼 수 있다.
워드프레스는 2004년 중요한 계기를 맞았다. 블로그 프로그램의 절대 강자인
무버블타입(Movable Type)의 라이선스 규정이 엄격하게 변경됨으로써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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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많았던 무버블타입의 사용자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때마침 워드프레
스가 적절한 대안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워드프레스 사용자가 크게 증
가했고, 워드프레스는 대세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워드프레스는
2014년 5월 현재 3.9버전까지 개발되었다.
14,000
13,000
12,000
11,000
10,000
9,000
8,000
7,000

<그림 3-15> 상위 십만개 사이트 중 워드프레스 이용 사이트 수51
워드프레스를 만든 매트 뮬렌웨그는 2005년 오토매틱(Automattic)을 설립한다.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정보기술을 서비스하는 기업이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워드프레스닷컴이다. 워드프레스닷컴은 오픈소스 블로그 도구인 워드
프레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형태로 블로그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것은 앞서 태
터툴즈가 티스토리를 만들고, 텍스트큐브가 텍스트큐브닷컴을 만든 것과 완벽
하게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워드프레스닷컴은 자신이 직접 설치하여 블로
그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서비
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51

자료 : (http://trends.builtwith.com/cms/Word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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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레스는 워드프레스의 기본적인 기능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
운 테마와 수많은 부가기능을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
론 그 과정에 약간의 비용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워드프레스닷컴의 수익모델
이다.
워드프레스는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 관리 도구52이다. 수많은 컨텐츠 관리 도
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워드프레스이다.
W3tech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모든 웹사이트의 36.8%가 컨텐츠 관리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36.8%의 사이트들이 사용하는 컨텐츠 관리 도구 중 워드
프레스를 채택한 비율을 무려 59.8%에 달한다. 2위를 차지한 줌라(Joomla)는
8.4%로 무려 7개 이상 차이가 난다53.
워드프레스를 시작한 두 명의 개발자는 지금도 워드프레스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워드프레스닷컴으로 모델을 확장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개발자들의 크라우드소싱을 조율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들이 확장한
워드프레스닷컴은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성공을 거두어 외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게다가 최근 오토매틱사는 11억 6천만 달러의 기업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
받아 1억 6천만 달러의 투자를 추가로 받게 되었다 54 . 워드프레스는 다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자신들이 직접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성공을 거둠에
따라 자금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
워드프레스는 텍스트큐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테마와 플러그인을 직접
만들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충분한 사용자 규모가 확보된 워드프레스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테마와 플러그인이 생산되고, 이렇게 다양한 테마와 플러
그인은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오는 순환구조가 자리를 잡았다. 2014년 5월 현
52

텍스트와 사진 및 멀티미디어 자료와 파일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정
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를 컨텐츠 관리 도구라고 한다. 워드프레스가 가장 대표
적인 도구이며, 블로그도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컨텐츠의 특정한 관리 형태이다.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컨텐츠 관리 도구라 부를 수 있다.

53

출처 : http://w3techs.com/technologies/overview/content_management/all

54

이 내용은 오토매틱사의 CEO이자 워드프레스의 창립자인 매트 뮬렌웨그가 직접 발표
한 것이다. (http://ma.tt/2014/05/new-funding-for-automat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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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워드프레스는 2,500개가 넘는 테마와 3만 개가 넘는 플러그인이 공유되고
있다55.
그런데 워드프레스의 테마와 플러그인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워드프레스
의 생태계가 견고한 또 다른 이유는 상업용 테마와 플러그인이 발달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유명한 워드프레스 테마 판매 사이트인 themeforest(www.
themeforest.net)에는 2014년 5월 현재 1만 4천개가 넘는 테마가 등록되어 판매
되고 있다. 워드프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업용 테마가 거래되
고 있다. 또한 이런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자신들
이 만든 고급스러운 테마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비용을 받는다. 워드프레스는 이런 상업적인 생태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
어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대신 만들어주는 업체들과 프리
랜서들도 활동한다.

(3) 텍스트큐브와 워드프레스의 혁신 과정
앞서 상술한 텍스트큐브와 워드프레스의 혁신과정을 단계 별로 구분하여 설
명해 보자. 특히 텍스트큐브와 워드프레스의 성패를 갈랐던 요인들에 집중할
것이다.
텍스트큐브의 프로젝트 자체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텍스트큐브는 충분한 사용자 집단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것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내의 크라우드소싱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가장
크다.

55

워드프레스 테마는 (http://wordpress.org/themes/)에서, 플러그인은
(http://wordpress.org/plugi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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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테크로서 태터툴즈

아이디어

• 높은 확장성과 자유도를 가진 블로그

• 로컬 크라우드소싱이라는 한계

수행/구현

• 다양한 행위자를 조율하지 못한 리더십
•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노력, 단발적

• 테마와 부가기능 생태계 구성노력

확산

• 충분한 사용자 집단을 확보하는 데 실패

<그림 3-16> 텍스트큐브의 혁신 과정
지금까지 다룬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모두 글로벌 수준에서의 크라우
드소싱이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해도 엄청난 규모의 사용자 집단이 만들어진
것은 거대 기업이 직접 프로젝트를 주도한 것들뿐이었다. 커뮤니티 중심의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차원에서 크라우드소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분
한 임계 사용자 수를 얻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 과정에 영어라는 언어의 장
벽이 더욱 상황을 어렵게 한다.
텍스트큐브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
을 창출하는데 집착했다. 하지만 바로 이것에 대한 집착이 프로젝트의 리더십
을 흔들었고 결국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프로젝트는 큰 성과를
남기기 어려운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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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 시드테크로서 b2/cafelog
• 높은 확장성과 자유도를 가진 블로그 도구

• 글로벌 크라우드소싱

수행/구현

• 설립자가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십
•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 테마와 부가기능을 통한 생태계 구성

확산

• 자발적, 상업적 생태계 구성 성공
• 업계를 선도하는 리딩 기술

<그림 3-17> 워드프레스의 혁신 과정
반면, 워드프레스는 모든 것이 텍스트큐브와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용자 집단을 확보함으로써 자발적, 상업적 생태계 모두 스스로 작동할 수 있
는 강한 플랫폼이 되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텍스트큐브가 이루고자 했던 비즈
니스 모델을 성공시킴으로써 외부의 도움 없이 홀로 자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
를 만들어냈다.
이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앞서 언급했던 지역적 한계 이외에도 프로젝트를
제기한 초기 리더의 역할도 있다. 초기에 태터툴즈를 만들었던 정재훈은 그 이
후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지 못했다.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프로젝트의 고유성과 지향점이 명확해야 하는 초기단계에서 리더의 부재는 예
상보다 더 큰 차이를 가져오며, 또한 중요한 분기점에서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
에서도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텍스트큐브는 이런 과정이 서로의 책임
의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 이런 방식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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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책임소재를 가리기엔 편리할지는 몰라도, 프로젝트 그 자체에는 어떤 자
원을 포기하고 잘라버리게 되는 효과로 귀결된다.

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례들의 종합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해당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기술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항이다. 앞서 다룬 소프트웨어들은 그 기술의 규모,
개발의 주체 형태, 기업이 관련되는 유형,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방법, 자금 조
달의 방식,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법, 리더십이 발휘되는 형태 등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 이제 이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의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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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례 종합

리눅스
커널

우분투

안드로이드

파이어

텍스트

워드

폭스

큐브

프레스

기술종류

범용 OS

PC용 OS

모바일 OS

브라우저

CMS

CMS

기술규모

큼

큼

큼

중간

작음

작음

등장년도

1991

2004

2003

2004

2004

2003

리눅스

리눅스

커널,

커널, 자바

네스케이프

태터툴즈

데비안

런타임

버그질라

github

Trac

시드테크

유닉스,
미닉스

B2/cafelo
g

안드로이드
도구기술

Git

런치패드

SDK,
구글코드

시작주체

개인

기업

기업

재단

개인

개인

기업참여

높음

높음

높음

낮음

거의 없음

거의 없음

캐노니컬

구글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로컬

글로벌

낮음

중간

매우높음

낮음

매우낮음

높음

리더십
크라우드
소싱
자체
상업화

토발즈+리
눅스 재단

모질라
재단

신정규

뮬렌웨그+
오토매틱

런치패드,
생태계

리눅스

응용

안드로이드

부가기능,

부가기능,

부가기능,

배포판

애플리케이

앱마켓

테마

테마

테마

높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중간

션
상업화된
상태계
수준

낮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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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그 발전과정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성공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기존의 기술적 자원을 효과
적으로 동원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크라우드소싱이 잘 이루어졌다.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도구를 직접 만들거나 좋은 도구를 사용했다.



자금문제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결했다.



수행과정에서도 필요한 외적 자원은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관여하는 여러 행위자 사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열린 리더십이
중요하다.



여러 행위자와 자원들을 동원하여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이 중요하다.



플랫폼의 지위를 확보해 영속성을 도모했다.



자발적으로 순환하는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성했다.



위협이 될만한 잠재적인 여러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했다.

이전 요인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앞서 살펴보았던 개방형 혁신의 과정은 질적으로 다르다. 개방형 혁신
이 특정한 하나의 과정에 외부의 지식과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
리고 그 하나의 과정은 주로 자신들이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한정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잃을 수 있거나 혹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이익을
본 것보다 외부의 행위자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이런 고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사전에 명
확하게 정의된 지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모두 동원하며, 금전적인 계
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자를 충분히 동원하는 것, 적절한 기술적 도구를 만드
는 것, 그리고 그것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술의 영속성을 위한 것
이다. 반면 개방형 혁신의 결과물이 확산되기를 원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
해서이다. 그러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개방형 혁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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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개념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 전략이다. 그리고 이
것은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로 정리하고자 한다.

3절

소셜 이노베이션 과정과 전략

1. 소셜 이노베이션의 정의
개방형 혁신은 현실적인 딜레마에 처했다는 것을 앞선 장에서 서술한 바 있
다. 앞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례들을 정리한 상태에서 소셜 이노베이션을
정의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기술혁신의 모든 과
정이 혁신을 주도하는 내부와 그 밖의 외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을 말한다. 이 문장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혁신의 과정 혹은 단계에 대한 것이다. 기술혁신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
각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과정이다. 그것은 어떤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여러 단
계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연결된 것이다. 개방형 혁신은 그 중에 어떤 하나가
외부와 통합된 것이지만, 그 어떤 하나조차도 특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혁신의 전체 과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
으로 무언가를 창출하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소셜 이노
베이션에서는 처음 단계에서 나중 단계까지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내부와 외부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개방형 혁신과 질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두 번째, 외부 주체에 대한 것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에서는 다양한 외부 주체
가 개입해서 공동 생산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외부 주체라는 것은 그 어떤 단
일한 주체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 단계에 관련되었던 주체와 나중 단계
에 참여한 주체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다양하고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
단체, 조직, 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혁신을 주
도하는 주체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일 수도, 기업의 연합체일 수도, 혹은 중간에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행위자들이 혁신과정에 개입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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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 그 자체가 또 다른 사회가 작동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서는 내부와 외부가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 작업에 대한 것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여 무언가를 맡아 일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참여자들이 프로젝트의 목표에 동의해야 한다. 즉 많
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기 때문에 소셜 이
노베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대체로 높은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또 함께 작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크라우드소싱이다. 소셜 이노베이션
은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이루어진다. 크라우드소싱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
여 조금씩 힘을 보태 작업을 완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크라우드소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적 도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웹이라는 플랫폼이
그 자체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위에 혁신도구기술(Dodgson et al. 2006)
로서 분류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장치가 동원됨으로써 동시에 수많은 참여자
들의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크라우드소싱이 갖는 중요한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중간 결과물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개방형 혁신은 최종 결과물을 외부에 공개하고 공유하지
중간 결과물은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간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은 혁신과정을 노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개방형 혁신에서 공개하고 공
유하는 것은 혁신의 재료나 지식이지 그 과정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중간
결과물은 내부적으로만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크라우드소싱이라는 과정은 모
든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누구나 완성품이 아닌 중간 결과물이나 진행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차이가 개방형 혁신과 소셜 이노베이션의 질
적인 구분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구분을 감안한다면 이제 앞선 장에서 사례
로 제시했던 툴킷을 이용한 혁신이나 베타 테스트 같은 것들이 많은 사용자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분류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소셜 이노베이션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게 된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혁신
의 모든 과정이 사회화된 기술혁신의 방법이며, 혁신의 수행은 주로 크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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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제 소셜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에 대
한 일반적인 고찰을 다룰 차례이다.

2.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다른 전통적인 기술혁신과 그 과정이 크
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과정은 동일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이전과 다른 것이다. 혁신이라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
았던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창조해내는 일련의 행위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 결과물을 산출해는 지극히 일
반적인 과정을 따른다. 그리고 그 각 단계마다 개입하는 요인들의 양상이 다르
다.

시드테크

아이디어

니즈, 지식

코드기여

플랫폼, 생태계

수행/구현

열린 리더십

확산

관심

<그림 3-18> 소셜 이노베이션의 진행 구조
위 그림은 앞선 1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의 일부분과 동일한 것이다. 기술혁신
의 과정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확정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실제 현신

190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의 실천들을 수행하고, 그것이 성공해서 도출된 최종적인 결과물을 널리 퍼뜨
리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상정한 것은 혁신에 대한 가
장 일반적인 접근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독창적인 분석이 결코 아니다. 실제
로 기술혁신의 과정을 “생각하기, 갖고 놀기, 수행하기(think, play, do)”의 세 가
지 단계로 분석한 사례도 있다(Dodgson et al. 2005)56. 이 삼 단계 분석틀은 기본
적인 접근법이기 때문에 다른 분석들과 큰 차별 요인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각각의 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있어서
의 차이이다. 결국 소셜 이노베이션은 이 세 단계가 이루어지는 각각의 과정에
서 다른 기술혁신의 방법과는 다르게 사회적 활동과 관계를 통해 그것이 이루
어짐을 강조한다.
소셜 이노베이션이든 아니면 전통적인 이전의 기술혁신의 방법이든 간에,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지 못하면 기술혁신은 실패하게 된다. 잘못된
아이디어는 당연히 올바른 방법으로 구현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것을 실제 구현할 능력이 없거나, 제작할 방법이 없다면
최종 결과물은 도출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좋은 아이디어로부터 우수한 수행
을 통해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
용자의 외면을 받거나 혹은 그 존재조차도 알리지 못했다면 그 혁신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

56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수행/구현-확산의 세 가지 단계와 생각하기-놀기-수행하
기의 삼 단계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의 순
서가 서로 바뀐 것이다. 후자의 분석이 일반적인 단계를 뒤집어 제시한 것은 특별한 이
유가 있는데, 이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식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소
프트웨어는 그 자체로 다른 제품과 대별되는 여러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판
매나 배포 이후 수정이 쉽게 가능하다는 점이다. 자동차의 경우 새로운 수정을 추가하
려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이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그것이 매우 간단해서
패치(patch) 및 업그레이드라는 과정이 일반적이다. 이런 특성 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최종 완성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능만을 구현한 후 이
를 배포한 다음 이후 사용자들의 요구와 반응을 지켜보면서 이후에 혁신을 수행하는
특이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술혁신의 순서를 뒤바꿔 제
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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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디어 단계
이제 소셜 이노베이션의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아이디어의
도출 단계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좋은 결과물로 발전할 수 있다. 아이
디어는 당연히 사람의 몫이다. 정확히는 어떤 개인의 생각이고, 그 개인은 보통
기술혁신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곤 한다. 준비된 개인이 좋은 아
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법이지만, 그것은 절대 아무 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
서 저절로 튀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개인이 가진 어떤 생각은 보통 그
것이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다. 즉 아이디어의 원천은 결핍이
다. 하지만 그 결핍은 전체로서의 결핍이 결코 아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 일
련의 기술적 장치들이 이전에 존재하고 그 장치들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결
과가 있는데 그것들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근접한 것임에도 기존의 기술적 장
치들이 놓친 것들, 다루지 않는 것들, 혹은 실수한 것들이 바로 새로운 아이디
어를 위한 결핍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렇지 않은 전체로서의 결핍은 이전의
기술적 장치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디어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
어는 결핍이되 이전 기술이나 지식과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결핍이어야 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새로운 개념과 연결된다. 그것은 바로 시드테
크이다.
시드테크란 소셜 이노베이션의 출발점이 되는 이전의 기술을 의미한다. 세상
에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창조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은 이전의 것을 발전시켰거나 극복한 것들이다. 따라서 소셜 이노베이션의
직접적인 재료가 될 수 있는 기술을 시드테크라고 부를 수 있다.
사실 기술혁신의 과정에 개입하는 이전의 기술은 대단히 종류가 많다. 그러
나 그 모든 기술을 전부 시드테크라고 부를 수는 없다. 시드테크의 지위를 얻
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료가 되거나 기술혁신 그 자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시드테크와 구분되는 또 다른 기술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종의 배경이나 환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시대 및 사회에 구현된 기술 인프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트위터나 페이
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거대한 성공을 거둔 기술혁신들이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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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인터넷을 통해 작동하는데, 여기에서 인터넷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시드테크라고 부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에서 인터넷은 그저 배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의 삶에서 공기와 같은 것이다. 인터넷이 없었다
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존재할 수 없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
넷이라는 기술로부터 해당 서비스들이 직접적으로 도출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
배경이나 환경에 해당하는 기술을 시드테크로부터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중
요하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도구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과정
에는 도구와 장비가 필요하다. 도구와 장비가 우수하고 효율적이면 더 쉽게 새
로운 기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구와 장비가 그 자체
로 새로운 기술혁신의 원천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수한 논문들은 모두 워드프
로세서를 이용해서 작성되지만 워드프로세서라는 도구가 우수한 연구를 위해
기여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도구는 혁신의 수행을 위해
동원되는 비용의 차원이기에 혁신 과정의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구는 언제든 다른 도구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드테크와는 구분
해서 살펴봐야 한다. 도구기술이 혁신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
로 아이디어를 구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례들은 도구의 한계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수행/구현 단계
두 번째 단계인 수행/구현을 살펴보자.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 실천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
이 있다. 실제 작업을 할 사람과 그들이 사용할 도구와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
과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할 리더십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 모이게 된다. 이것은 모두 아이디어의 창발자가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사전에 정해진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한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면 사전에 정해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픈소스와 소셜 이노베이션 193

기본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들만이 생산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작업한 결과물을 하나로 한데 합칠 도구들이 필요하다. 협
업도구로 알려진 여러 가지 도구기술들이 있다. 소통을 위한 채팅 도구들도 동
원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중요한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다. IRC(Internet Relay Chat)같은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크라우드소싱이다. 이렇게 소셜 이노베이
션의 수행/구현은 크라우드소싱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비용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이 과정마저도 내외부의
구분이 없다. 개방형 혁신이라면 그것을 주도하는 기업이나 주체가 비용을 부
담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소셜 이노베이션은 비용의 문제를 어느 한 주체가 모
두 짊어지지는 않는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전략에서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예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으로 혁
신을 수행하는 전략, 다른 하나는 비용을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조달하는 방법
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전자의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
성된 일정한 논리적 코드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장소와 시간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작업이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창설하고 진행하는 사이트를 만들거나,
크라우드소싱의 결과를 한데 통합하는 작업들은 이미 자동화된 도구들이 만들
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깃허브(github)57나 런치패드58와 같은 서비스를 통하
면 누구나 손쉽게 프로젝트를 창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기여한 코드
가 자동으로 통합되어 최종 결과물로 산출되는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소셜 이노베이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
출 수 있다.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이다. 자금
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
를 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얻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소셜 이노베이션의 전략에
서는 이와 다른 방법이 추가적으로 동원된다. 그것은 바로 소셜 펀딩 혹은 크
57

깃허브의 사이트 주소는 “https://github.com/”이다

58

런치패드의 사이트 주소는 “https://launchpad.n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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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펀딩이라고 불리는 방법이다. 소셜 펀딩은 말 그대로 수많은 개인들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의미이다. 소수의 부유한 투자가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이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수많은 사
람들로부터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기부 받거나 투자 받는 방법으로 자금
을 모집하는 것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소셜 펀딩 사이트로는 킥스타터
(Kickstarter) 59 가 있다. 소프트웨어가 아닌 실제 물리적인 장치를 개발하는 프로
젝트의 경우 일정한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유용한 기술임
에는 분명하지만 충분한 시장의 크기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투
자가 쉽지 않은 경우, 킥스타터는 좋은 대안이 된다. “십시일반”60 의 기술적 실
천으로서 소셜 펀딩은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예술작품 및 영화제작과 같은 분야
로도 확장되고 있다. 특히 시장성은 거의 없지만 정치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
는 기술들, 사회적 정당성의 차원에서 요청되는 기술들, 적정기술이라는 분야로
구분되는 기술들은 시장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투자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
문에 소셜 펀딩은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크라우드소싱은 수많은 사람들이 협업
을 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오래된 교훈을
무시할 수 없다.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는 수많은 행위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
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전에 목표로
삼은 결과물이 도출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리더십은 혁신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아이디어를 창발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창설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보통인
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된다.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하
나가 공개가 되면 이미 많은 것들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기 마련이다. 만들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 그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적 도구들, 크라우드소싱을 위
한 방법 같은 것들이 그렇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크라우드소싱

59

킥스타터의 사이트 주소는 “https://www.kickstarter.com/”이다.

60

실제로 국내에 텐스푼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임전문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있다. 텐스
푼의 사이트 주소는 “http://www.tenspoon.c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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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리더십이 크게 위협받지 않게 된다. 실제
로 프로젝트 수행과정에 리더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체로 프로젝트의 규모
가 큰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결과물이 거대한 기술일수록 참여하
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리더는 생각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고 나름대로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
야 하지만, 그것은 종종 실패하기도 한다. 소셜 이노베이션이 갖는 가장 큰 장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순간 발휘된다. 그것은 바로 분기이다.
전통적인 기술혁신의 경우,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의견을 일치하
지 못하고 결국 반복하게 될 때 프로젝트는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셜 이노베이션에서는 그 내용과 과정, 그리고 중간 결과물마저도 모
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
라, 그때까지 함께 해왔던 중간 결과물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
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분기라는 현상이다. 특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분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 현상을 절
대 나쁘게 해석하지 않는다. 분기가 자주 일어날수록 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이 생산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서로 비슷한 프로젝트는 하나로
합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소셜 이노베이션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마치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런 분기와 통합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단연 안드로이드 운영체
제가 있다. 원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리눅스 커널 위에서 작동하는 가상머
신이다. 따라서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안드로이드가 독자적인 기술의 특성을 보다 원하게 됨으로써 기존
의 리눅스 커널을 자신들에게 더 맞게 바꾸길 원했지만 그것은 기존의 리눅스
커널이 지향하는 방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기를 선언하고 안드로이
드만을 위한 독자적인 리눅스 커널을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서로 비슷
한 것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효율성을 낳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통합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셜 이노베이션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혁신 과정에서는 찾
아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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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프로젝트의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되고, 리더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독립하거나 참여를 그만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 리더는 생
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기가 어렵다.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들이 적은 프로젝트는 성공의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프로젝트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리더는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다소 모험적인 결정
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프로젝트를 망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애초
에 아이디어가 공개되었을 때 그것이 지향하는 기술적 방향은 미리 결정된 것
이다.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접 기술이 포함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돌출되어 다른 기술적 자원을 동원해야 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방향이 약간 수정될
수도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가 갖고 있던 고
유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프로젝트가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기술의 축을 확고하게 하고 그 주변에 인접한 기술
들을 동원하거나, 제외하거나 하는 수정을 가할 수는 있지만, 기술의 축 자체를
바꾸는 것은 프로젝트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더는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하
지 말아야 할 것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경계가
바로 해당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고유한 특성을 드러나게 해준
다. 그리고 그 특성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크라우드소싱의 참여 수준도
더 깊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분기든 통합이든 간에, 결국 소셜 이노베이션의 성공을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인데,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혁신의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기존의 전
통적인 혁신과정에서 필요한 리더의 역할은 주로 수직적인 통제와 관리에 있었
다면,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에서 필요한 리더의 역할은 프로젝트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과
정에서 여러 사람들 사이의 조정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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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산의 단계
좋은 아이디어가 우수한 리더와 함께 모범적인 크라우드소싱의 수행으로 기
대했던 최종 결과물이 산출되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를 이것을 널리 확신시키는
일이다. 그것이 단순히 보급이나 사용을 높이는 것이든, 아니면 판매를 높이는
것이든 간에 실제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기술의 영속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
하다. 이 단계에서 실패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실패이지만, 이 단계까지 오기 위
해 투입된 자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산의 단계에서의 실패는 이전 단계에서
의 실패보다 더 충격이 크다.
새로운 기술을 널리 쓰이게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관심(Attention)과 평판
(Reputation)이다. 전통적인 폐쇄형 기술혁신이나 기업이 추진한 개방형 혁신의
경우, 많은 관심과 높은 평판을 이끌어내는 것은 오롯이 기업의 몫이었다. 광고
를 하든 다른 다양한 마케팅 기업을 사용하든 간에 방법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은 기술의 생산과정이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이
것의 확산마저도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산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
람은 자신이 기여한 결과물에 대한 홍보를 아끼지 않는다. 이 기술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외부에 공유한다. 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는 이런 “소스”의 확산에 날개를 달아준다. 작은 성공은 더 큰 성공
을 불러오게 된다. 게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심 그 자체가 확산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기술의 성공
이 된다.
기술도 수명이 있다. 새로운 조건에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그때
마다 변화를 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기술이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
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 과정이 다른 산업에 비해
편리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편리하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법이다. 언제
더 우수한 소프트웨어가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이 나름대로의
영생을 획득하는 방법은 서로 비슷하게 보이는 두 가지가 길이 존재한다. 하나
는 기술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체의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
성하는 방법이다.
우선, 기술이 플랫폼이 된다는 이야기는 해당 기술이 다른 기술의 밑거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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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시드테크가 된다는 의미이다. 인터넷이 지금 시대의 가장 거대한 플랫
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보다 작은 규모에서도 충분히 플랫폼은 존재
할 수 있는데, 운영체제 같은 소프트웨어가 그러하다. 그러나 플랫폼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은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일단 다른 기술의 밑거름이
될 정도로 포괄적이고 일반성을 가져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
체로 기술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랫폼의 후보군은 제한적이다.
다음 문제로는 경쟁하는 기술이 강력하다는 점이다. 나름대로의 일반성을 획득
한 기술은 여러 가지이고, 그들은 대체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플랫폼의 자
리를 두고 경쟁하는 기술들의 경우 기술적 결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해 경쟁에
밀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대체로 후보 기술들은 비슷비슷한 기술적
수준을 확보하고 있기에 후보군에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경쟁자를 물리치는 가
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
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등장한다. 이 때가 다시 한번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
해지는 지점이다. 실제로 인터넷 브라우저에 사용되는 웹킷(Webkit) 61 프레임워
크나 혹은 MySQL 62 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들은 자기 분야에서
플랫폼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한 기술들인데,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 경쟁자를
물리친 가장 강력한 이유는 장기적인 기술적 전망과 함께 우호적인 네트워크
구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금 플랫폼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
61

웹킷은 컨쿼러(Konqueror)라는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되었던 KHTML이라는 프레임워크
를 애플이 차용하여 사파리(Safari)에 적용한 레이아웃 엔진이다.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
되는 프레임워크는 웹킷 이외에도 트라이던트(Trident), 게코(Gecko), 프레스토(Presto)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웹킷을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늘어나면서 웹킷이 가장
강력한 웹 브라우저 프레임워크로서 인정받고 있다.

62

MySQL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대명사로 인정될 만큼 폭넓게 사용되었
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웹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어
플리케이션들이 MySQL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혁신도구기술이자 동시에 다
른 여러 기술의 시드테크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부정적이라고
알려진 오라클이 MySQL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들이 여기에서 이
탈하고 있어 플랫폼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이 현상도 엄밀히 보면, 우호적 네트워크
구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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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른 경쟁기술이 이 보다 더 우월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또는 기존
의 우호적인 네트워크가 붕괴하게 되면 플랫폼은 다른 기술로 변경될 수 있다.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 영향력이 매
우 크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기술들도 함께 변화를 겪게 된다.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성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이전 기술과
비교했을 때 동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적이 전제조건이
있다.
기술이 영속성을 획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사실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플랫폼이나 혹은 그에 버금가는 지위
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태계
구성에 대한 설명은 이전의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다.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해당 기술을 중심으로 인접한 다른 작은
기술들이 독립적으로 등장하여 경쟁하는 구조가 갖춰지는 것이다. 그 경쟁의
장을 통해 어느 기술이 승리하든 해당 기술의 영향력을 더욱 강해진다. 이 과
정을 통해 기술은 영속성을 얻게 된다.
플랫폼을 넘어서는 기술 생태계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장점은 대체되기가 플랫
폼보다 더 어렵다는 점이다. 한번 형성된 생태계를 그 자체로 네트워크 외부성
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공간이다(Brynjolfsson & Kemerer 1996). 생태계에 참여하
는 하위 기술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기술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양
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이 강력하게 발생하고(Arthur 1990), 그것이 반복될
수록 해당 기술은 고착화의 수준이 더욱 강해진다(Arthur 1989). 성공적인 생태
계가 만들어질수록 해당 기술의 영속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참여
하는 기술들도 함께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은 모두가 이익이 되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최정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플랫폼과 생태계의 구성이 특정 기술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영예이긴
하지만 극소수의 기술만이 그런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대부분의 기술은 적당한
성공과 적절한 수명을 가지게 마련이다. 애초에 기대했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성공하고 그것이 비록 작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기대했던 영역에서 무난하게
기능을 수행해준다면 사실 그 기술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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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경쟁기술과의 관계이며, 이 경쟁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따라 확산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순환구조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확산에 성공한 기술은 새
로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한다. 이런 새
로운 가능성은 부가적인 잠재력을 만들어내고,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하
게 만든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또 다른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로 탄생함으
로써 앞서 설명한 이 과정을 거쳐가게 된다. 이로써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과
정은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내고 그 구조가 확장될수록 소셜 이노베이션
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
라, 많은 사람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
존의 사회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이러한 협업의 경험을 가진 개
인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과 사회적 활동과 비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차이가 누적될수록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은 높
아진다. 결국 소셜 이노베이션의 확장과 성장은 사회변화의 원인이 되거나 아
니면 사회변화 그 자체로 발전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소셜 이노베이션에 대한 일반론을 살펴보았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개방형 혁신이 갖는 딜레마와 사회기술적 변화와 맞물려 등장하게 되었고, 기
술개발 활동에서 주체와 객체가 통합되는 전면적인 사회화가 그 주된 특징이다.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결과물을 확산시키는 기본적
인 기술혁신의 과정은 동일하지만,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규칙과 질서의 양태
가 소셜 이노베이션이 이전의 것과 구분되도록 해준다. 공개와 공유가 기본적
인 규범으로 자리잡은 상태에서 혁신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시드테크의 존재는
기술혁신이 시작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준다. 기술 인프라와 혁신도구기술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시드테크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직접적인 재료나 아이디어
의 원천이 되는 기술이다. 시드테크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는 것도 그것이
이미 공개되고 널리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아이디어가 제출되면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이끌어나가는 리더는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소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
거나, 아니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처럼 개발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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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해 프로젝트는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리더는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기술의 고유성을 잃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원하던 기술을 구현하는데 성공하면 그 기술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노
력하는 단계로 진입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기술과의 경쟁이 중요하며, 관심
과 명성의 축적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 진입한 어떤 기
술은 플랫폼이 되거나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면 해당 기술은 다른 기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속성을 얻게 된
다. 한번 형성된 생태계나 플랫폼은 다른 인접 기술의 창발을 유도하게 되고
이런 기술 클러스터의 출현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자극하게 된다. 이는 다른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 소셜 이노베이션은 사
회 전체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제 다음으로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더 깊
은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단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론적으로 순수한 형
태의 소셜 이노베이션에 가장 근접한 현실적 모델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다른 경쟁기술과 경쟁하며, 어떻게 자체적인 생태계
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소셜 이노베이션의 역동적인 메커니즘을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사회
기술적 조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소셜 이노베이션과 확장성과 영향력
소셜 이노베이션의 구체적인 흐름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소프트웨어 분야 이외에 다른 기술의 영역
에도 동일한 과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이질적 기술로의 확장성에대한 것
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다른 기술들과 다른 몇
가지 독특한 성질이 있고, 이것들로 인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소셜 이노베
이션의 이념형임을 지적한 바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가진 여러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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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중에서 다른 기술의 영역과 크게 다른 점은 기술에 대한 즉각적이고 객관
적인 판단과 기여한 사람의 기여 정도 두 가지 모두를 정확히 계량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기술의 영역에서는 쉽게 얻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 예를 들어 두 가지 약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약인지 판단하는 데에
는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단 한번의 판단을 신뢰하기도 쉽지 않아 반
복적인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어느 소프트웨어가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즉각적이고 계량적으로 쉽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작은 규모의 기술
혁신이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의 생태계 내에서 진행된다. 따라
서 비용의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이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 비용을 극단적
으로 낮출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고, 이미 기술적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기 때
문에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앞서 예로 제시한 제약의 영역처럼 비용
의 문제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소셜 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여 정도의 측정의 문제이다. 소프트웨어 이외의 다른 기술영역에
서 기술혁신의 과정에 참여하는 각 행위자가 얼만큼 기여했는지를 정확히 평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혁신 과정에서 얻어진 작은 기여들
각각을 어느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
프트웨어 분야는 각각의 기여 정도를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소유권의 문제와 직결된다. 만약 어떤 기술이 그 특성 상 기여 정도를 정확히
계량하기가 무척 어렵다면 그 자체가 여러 참여자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
등의 원인이 된다. 이런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협력도 이루
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런 분야는 경향적으로 소셜 이노베이션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요약하자면, 소셜 이노베이션은 모든 기술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이루어지기 더 적합한 기술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기술이 분리된다는 점이
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소셜 이노베이션이 적용될 수 있는 최적의 분야이다. 그
러므로 소셜 이노베이션이 정보기술 이외의 기술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은 그다지 높지 않다. 따라서 소셜 이노베이션은 주로 정보기술 분야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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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고, 다른 기술분야는 그것의 적용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을 이
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새로운 경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일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적은 것이 곧바로
낮은 영향력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정보기술에 주로
적용되고,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를 대표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정보기술이다. 인터넷은 이미 공기와도 같은
수준의 인프라가 되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는 디지
털 장비이다. 게다가 시계, 옷처럼 몸에 입을 수 있는 부분에도 컴퓨터가 들어
갈 가능성이 확실하다. 이 모든 것들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 이것뿐만 아니
라 텔레비전, 청소기와 같은 가전장비와 자동차처럼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들도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새로운 디지털 장비로 거듭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장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처럼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방법은 주로 정보기술의 영역에 더
쉽게 적용되고 다른 기술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이식이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모든 기술이 소프트웨어화 혹은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이라는 방향
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기술은 현 시대의 근간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소셜 이노베이션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정된 분야
에 적용된다는 것이 그것의 중요성이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한정된 분
야가 어떤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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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셜 이노베이션의 핵심요소
소셜 이노베이션의 정의와 과정, 그리고 그것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성공적인 소셜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중요한 요건을 분석할 것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구체적인 과정은 앞서 제기
한 바와 같지만, 그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례들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이것을 확장하여 소셜 이노베이션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요소들을 따로 추출
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넘어서는 일반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세 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한다. 이 세 가지는
각각 해당 기술이 사회기술 생태계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영역확보, 해당 기
술이 생태계 네트워크에서 생존하기 위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 해당한다.
이론적으로 소셜 이노베이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대 사회기술 생태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장기간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해당 기술의 고
유한 위치를 점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동원된 자원 네트워크의 양적인
성격과 질적인 성격이 모두 우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
속성이 결합되면 성공적인 소셜 이노베이션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다. 그럼 다음 작업은 이 세 가지 단계 각각에 맞는 소셜 이노베
이션의 요소를 찾아 대응시키는 일이 된다. 그리고 독자적인 영역확보와 양과
질, 이 세 가지는 해당 소셜 이노베이션의 내부의 조건이지 외부의 것이 아니
다. 따라서 행운 63 과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조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
세 가지 핵심조건 중 첫째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결과로 얻어진 기술이 거대
사회기술 생태계 네트워크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다른 인접 기술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함을 의미한다. 경쟁에
63

실제로 정보기술의 영역에서는 특히 행운이 크게 작용하는 편이다.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일시에 몰릴 수도 있고, 그것이 거대한 성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싸이라는 가수가 발표한 “강남스타일”의 세계적 성공이 바로 우연의 영향을
크게 받은 대표적 사례이다. 정보기술의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보다 이런 통제 불가능한
외적 요인의 영향이 다른 기술의 영역보다 더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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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기는 것은 총체적인 노력이지만, 일단은 인접 술과의 차별적 관계 설정을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즉, 이 다른 기술로는 달성할 수 없는 이 기술을 통
해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작업이 존재하고 그 작업의 중요성이 높다면
경쟁에 더욱 유리하다. 따라서 소셜 이노베이션의 첫 번째 핵심요소는 바로 고
유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고유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하는데 다
른 기술과의 차별적 관계 성립과 함께 스스로의 고유한 기능, 그리고 그것에
대한 라이선스를 포함한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다른 기술을
바탕으로 외부의 다른 지식과 기술을 결합하여 만들기 시작한다. 만약 그 결과
물이 이전 것들의 단순한 합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독자적인 고유성이 거의 존
재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 거시 사회기술 생태계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것조
차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단순 합 이상의 고유한 그 무언가가 반드시 추가되
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소셜 이노베이션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두 번째 핵심요소는 소셜 이노베이션 과정에 동원되는 자
원의 양적 측면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에서 동원되는 자원 중 가장 중요
한 것이 바로 크라우드소싱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크라우드소싱
은 언제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일정한 참여자를 확보해
야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유인할 수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소싱의 양적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자의 규모도 중요하다. 목표했던 기술이 완
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작으면 장기적 존속을 기
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용자 집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한데, 이것은 관심의 양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임계 양을 넘으면 이제 플랫폼
의 지위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셜 이노베이션의 성공을 위해 동원
되는 자원들의 양적 측면을 충분히 이끌어내는 것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성공을
위한 두 번째의 핵심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자원의 질적인 차원이다. 크라우드소싱에 참여하는 자
원봉사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들 각각의 전문성도 매우 중요하다. 소프트웨
어를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한
다. 그리고 각 참여자들의 능력과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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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작업과 숙련작업,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알고리즘 생산작업
이 구분되어 진행된다. 그러므로 각 작업의 수준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적
절한 전문성의 수준의 조합은 매우 중요하다. 대개의 경우 수준 높은 전문가
그룹을 확보하지 못해 만드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다. 또한 소셜 이노베이션을 진행하다 보면, 중요 고비가 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소셜 이노베이션을 위해 매
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풍
부해야만 그 속에서 최적의 해결책이 창발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정도로 크라우드의 전문성을 확
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제시한 세 가지의 핵심요소는 소셜 이노베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으로부터 연역적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다음에는 앞서 분석한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핵심요소가 실제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귀납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셜 이노베이션의 핵심요인을 상술한 세 가지로 충분히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1절

고유성의 확보 : 특허와 라이선스 문제

소셜 이노베이션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수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
어떤 소셜 이노베이션의 전망과 비전이 더 나은지 쉽게 파악되기 때문이다. 게
다가 크라우드소싱에 참여하는 사람은 손쉽게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할 수도 있
다. 따라서 소셜 이노베이션의 입장에서는 자원을 동원하거나 심지어 향후 일
정과 계획까지도 또 하나의 경쟁이 된다.
앞서 소셜 이노베이션 과정에서 필요한 네 가지 자원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 네 가지는 인적 자원, 도구로서 기술적 자원, 시드테크로서 기술적 자원, 마
지막으로 경제적 자원이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자원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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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다. 이것은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경쟁자의 도전을 물리치
는데 크게 유용한 자원이다. 그것은 바로 법적, 제도적 자원이다. 성공적인 소
셜 이노베이션이 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특허의 문제
소셜 이노베이션의 단계에서는 기술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게 되어 스스
로 기술적 논리에 의해 진화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사회가 소셜 이노베이션이 주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이제 맹아 단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소셜 이노베이션이 주류가 된다 하더라도 전통적 기술혁신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소셜 이노베이션과 전통적 기술혁신의 방법은 서로 공
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양자는 기술의 논리 차이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문
화적 환경 차이도 매우 크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기술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공유하는데, 그렇지 않은 형태의 기술이 있다면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이용
만 당하는 불공정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런 것을 사전
에 예방하는 것이 성공적인 소셜 이노베이션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특허는 특히 문제가 된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사용권
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지적 재산권의 일부로서 특허를 고려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소유권이고, 다른 하나는 배타성이다. 특허는 일단 지식
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보장해준다. 사실 이 소유의 문제를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허를 배격하는 주장은 매우 많다. 특허에 대한 고전적인 비판을 담
은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의 주장에 따르면 특허는 정보의 독점과, 가난한
나라의 부의 짜내는 데 동원되는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본질은 사유화라는 것
이다(Martin 1995). 그는 특허가 가진 해악의 본질이 소유 자체에 있기 때문에
특허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식에 대한 소유 자체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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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런 대단히 급진적인 방법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왔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누군가에 소유되지 않는 지식이 매우 흔하기 때문이
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역사 전체가 그러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
례의 존재 때문에 소유 자체를 문제시하는 급진적 방법이 의외로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특허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소유를 보
장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지식과 소유가 가진 핵심적 모순은 바
로 배타적 사용에 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누군가 특정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이제 다른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소
유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지식은 누군가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활
용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지식과 같은 무형의
자산은 무제한 적으로 중복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그 자체
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해당 지식을 더 널리 쓰이게 만들어도 소
유의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배타성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특허는 배
타적 사용을 보장해주는 권리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소유자이다. 따라서 특허의 소유자가 특허를 다른 사람들은 못쓰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쓰이게 함으로서 특허의 소유
자가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데, 기존에 특허는 방어적으로 사용된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를 이용한 분쟁이
일상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과거에는 자신의 비즈니스 영역을 다른
경쟁자들에게 방해 받지 않기 위해 특허를 일종의 보호막으로 활용했다. 이런
전략은 남들이 해당 지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방법이다. 여기서
특허는 보호막의 역할만 할 뿐 그 자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하
는 수동적 권리로서만 존재한다.
하지만 특허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
졌다. 소위 특허괴물(Paten Troll)이라고 불린 몇몇 기업들은 철저하게 다른 기업
의 발목을 잡을 목적으로 특허를 사용했다. 특허괴물에게 피해를 입은 기업은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피해를 본 기업 중 하나가 블랙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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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RIM(Research in Motion)이었다(Surowiecki 2005). 블랙베리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은 일종의 스마트폰이었다. 블랙베리의 가
장 큰 장점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메일 수신 기능이었다. 이것은 당시 출장이
잦은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RIM은 NTP의 특허
침해 소송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NTP는 이메일을 무선으로 전송하
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블랙베리가 가진 기능이 바로 이것이
었다. 사실 NTP가 가진 것은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였을 뿐, 그것을 실제로 구
현해낸 것은 온전히 RIM의 공헌이었다. NTP는 RIM이 충분히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했다. NTP의 특허는 사실 그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영리하게도 NTP는 해
당 기술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가처분신청을 걸었고, 특허무효소송을 한다 하
더라도 그 소송을 이길 때까지는 이메일 무선전송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는 RIM의 사업에 결정적인 타격이기 때문에 RIM은 어쩔 수 없이 거액의 돈
을 물어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특허라는 것이 철저하게 배타적인 방법으
로 쓰인다면 이렇게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기술혁신을 이루는 자를
보호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오히려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진정한 혁신자를 좌절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지식
을 활용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다른 기업이 이것과 관련된 시장을 창출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후 시장에 성장했을 때 거액을 뜯어내는 비열한 방법을
활용했다. 이것이야말로 특허를 철저하게 배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다음의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은 최근에
부쩍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괴물이 관련되었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특허에 대한 법적 분쟁은 일상
적인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이로써 혁신을 이루고, 확산시키는 데에
일정하고 항시적인 위험이 추가되었다.
특허괴물의 전략이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이제 그런 방법은 큰 호응을 얻
기도 어렵고, 충분한 경험이 쌓여서 이제 기업들이 사전에 이런 함정을 알아보
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특허괴물이라는 불리던 기업들은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되었다.

특허괴물이라는 악명 높은 이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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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C(Patent Holding Company), NPE(Non-Practicing Entity)와 같은 중립적인 이름
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여기서 이들의 개과천선을 다
루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들은 특허소송으로 합
의금을 뜯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지적 재산을 다양하게 소유하거나 관리를 위탁
받아 이것의 활용을 도모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신하고 있
다. 특히 지식생산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나지만 그것의 관리와 활용에서는 매
우 취약한 대학들이 이런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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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미국에서 NPE가 관련된 특허소송의 증가64
이런 방향은 지적 재산을 배타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제로 대단한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공개와 공유를 기본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셜 이노베이션은 존립의 근거 자체가 사라져 버린
64

자료 : https://www.patentfreedom.com/about-npes/li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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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결과물로서 탄생한 기술이 살아남는 것은 오직 더 많이
쓰이는 것이다. 확산 자체가 기술혁신 이후의 단계가 아니라 기술혁신의 중요
한 단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활용되는 특허는 소셜 이노베
이션과 양립하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널리 쓰이게 함으로서 특허의 소유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쓰일 수
만 있다면 특허는 소셜 이노베이션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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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발행연도 별 아마존에 등록된 책의 수 (Buccafusco & Heald 2013)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결과물은 처음부터 더 많은 활용이 최고의
목적이니 이를 위한 작업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지만 특허의 보호를 받는
지적 재산이 더 많이 활용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정 지적 산물이
널리 쓰이려면 일단 그것이 충분한 사용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고, 지나치게 의존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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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조건을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활
용이 불편한 것은 그냥 외면해버리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위의 <그
림 4-2>을 보면 간접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2>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판매하는 아마존(amazon.com)에 등록
된 새 책을 그 책의 원 발행 년도를 10년 단위로 정리하여 그 개수를 따진 것
이다. 이 그림에서 한눈에 보이는 것은 중간 부분의 수치가 매우 낮다는 점이
다. 그리고 다시 오래된 책이 많이 등록되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저작
권 기한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책은 부담 없이 쉽게 출판되고 그
렇지 않은 책들은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책이 기술과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
할 수는 없지만, 지식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제한이 존재한다는 그 이유
만으로도 지식의 활용에 거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특허가 가진 배타성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렇다고 소유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기술과 지식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양자
가 모순되지 않는 현실적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했을 뿐이지, 소유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소셜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소유의 문제는 바로 크라우드소싱의 문제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기본적으로 크라우드소싱이라는 공동 작업을 통해 생산된다.
이런 공동작업은 바로 소유권의 문제와 충돌한다. 크라우드소싱으로 생산된 소
스코드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특허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부여하겠다는 생
각은 오래된 것이지만 실제로 구현된 적은 없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사실 상
수학 알고리즘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짜
는 작업은 수학적인 논리회로를 사전에 정해진 문법에 맞춰 구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최적화된 소스코드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과 다른 방법으로 코드를 구
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단지 다르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열등한 코드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봐도 이상한 행위이다.
가장 유명한 특허 분쟁이 될 삼성전자와 애플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허 분쟁
은 단순히 합의금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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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커뮤니티 내에서 평판의 문제로 직결된다. 애플이 삼성전자와 끝없는 분쟁
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삼성전자 역시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로 “카피캣(Copycat)”이라는 오명을 얻었을 때 입게 될 엄청난 이미지의 타격
때문이다. 돈으로 그 피해를 배상했다는 사실보다 남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업계의 평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
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큰 타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소셜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주체라면 이 평판의 문제는 더욱
민감해진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공개와 공유가 원칙임에도 표절이 벌어졌다는
것은 직접적인 경쟁 상대의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외부의 지적 자원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엮어내
는가는 온전히 스스로의 몫이다. 따라서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에서 표절이나
아이디어의 절도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분명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다양한 참여자를 확보하여 충분한 크라우드소싱을 얻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허소송에 휘말리면 남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모욕을
받게 되고 이는 평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특허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
가 소셜 이노베이션에는 위협적인 상황이 된다. 상황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동체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특허의
문제를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철저한 예방이 더 중요하다.
소셜 이노베이션이 주로 이루어지는 분야는 전자와 정보통신 분야이다. 그런
데 이 분야는 1990년대부터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특허 등록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미묘한 사안들이 많
아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 게다가 BM
특허처럼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지적 재산이 이 분야에서 중요하게
인정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전자산업은 여기에 한 가지 더 특수한 것이 있다. 바로 표준의 문제이다. 정
보기술과 관련된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외부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표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특
정한 기술을 표준적인 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것의 지적 재산
권 문제는 매우 첨예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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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분쟁의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의 정도도 치열하고
심각해졌다.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
인이 경쟁의 확산과 심화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
인 정보산업의 특수한 성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
하다.
정보기술산업에서 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중복투자를 막고, 소비자들에게 제
품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표준으로
결정된 기술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전제되지 않
으면 표준의 결정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소위 프랜
드(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원칙이 만들어졌다(정보통신
산업진흥원 2011).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그것을 이용하여 과
도한 로열티를 받을 수 없고, 특정 기업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규정은 최근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벌어
진 첨예한 대립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비교적 최근에야 마련된 것이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전자산업계에서 악명이 높은 램버스(Rambus, Inc.)사는
전자산업의 필수적인 부품 중 하나인 메모리와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메모리 분야의 표준은 JEDEC(The Joint Electronics Device Engineering
Council)이라는 기구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문제는 램버스가 이 기구에서 표
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JEDEC에서 표준
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자신들이 이미 특허권 보유를 추진 중에 있다
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감추었고, 예상대로 그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를 생산에 활용하자 램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JEDEC의 회원 기
업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정영진 2008). 인피니온(Infineon Technologies)을 비롯
한 여러 회사가 램버스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램버스가 실제로 유효한 특
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모든 소송에서 승리했다. 램버스의
치졸한 만행을 많은 기업들이 비난하긴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
고, 법의 권력을 앞세운 램버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준을 결정
하는 과정에서 주변 정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당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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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런 전략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시절이었고, 램버스의 행위
는 명백하게 비열한 짓이었다. 이처럼, 정보기술 및 전자 산업에서는 산업적인
본성의 문제로 인해 특허 문제가 더욱 첨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여러 기업들은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게 되었다(한국전자산업진흥회 2004). 그리고 프랜드 조항도 이런 노
력 중 하나이다.
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 특허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치열함의 정도는 더욱 심
화되었다. 최근 애플이 진출한 모바일 통신 분야는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재편
되게 되었으며, 치열한 경쟁은 치열한 분쟁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최
근 몇 년간 정보통신산업 분야는 모바일 제품으로부터 시작된 특허 전쟁이 벌
어졌다. 이 분야의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송전쟁에 휘말렸으며,
이 결과에 따라 몇몇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
안드로이드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여러

기업들과의

전면적인

특허소송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큰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운영체제라는 것은 논리적인 것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외적인 부분은 분명이 분쟁 거리가 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에게는 이런 분쟁이
일상적인 일이지만,

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은 실제 소송이 아니라 단순한

위협만으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어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업성 그 자체를 혐오하는 경우가 있다. 데비안 리눅스가 가장 대표적이다.
데비안 리눅스는 커뮤니티 중심의 리눅스 배포판이자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극단적일 수도 있는 관점이지만 데비안 상업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다.
앞 장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파이어폭스는 리눅스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웹브라우저이다. 당연히 수많은 리눅스 배포판에서 파이어폭스를 기본적인
웹브라우저로 쓰고 있다. 그러나 데비안에서는 파이어폭스를 설치할 수 없다.
대신

아이스위즐(Iceweasel)이라는

웹브라우저가

설치된다.

아이스위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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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이어폭스를 비꼬는 이름이다. 그리고 이름만 다를 뿐
나머지 모든 것은 파이어폭스와 똑같다. 그럼 데비안은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파이어폭스가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이기 때문이다.
모질라 재단은 재단과 별개로 사업을 위한 모질라 기업을 설립했고, 이곳을
통해 파이어폭스 등 자신들이 개발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

데비안 리눅스는 자신들의 순수한 운영체제에 이런 독점적인

상업성을 띤 것이 들어올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이 양자 사이의 적절한
합의점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래서 데비안 리눅스는 파이어폭스의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름만을 아이스위즐로 바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편집증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극단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
만, 오히려 더 철저한 위험의 예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서 오라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을 공격하는 것은 실제적인 위험이다. 오라클의 오픈
소스 혐오는 대단히 강력해서 이미 오픈오피스 진영이 리브레오피스로 따로 독
립했고, MySQL에서 따로 독립해서 MariaDB를 새로 설립했다.

2. 라이선스의 문제
아이디어가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시드테크를 계승하여 새
로운 창작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것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
성은 매우 높다. 그럼 그 자체로 소셜 이노베이션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토발
즈가 리눅스 커널을 공개하고 개발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토발즈가 미닉스를
그대로 배꼈다고 비난했다. 후에 미닉스를 만든 타넨바움이 직접 리눅스는 미
닉스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눅스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실제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순
한 의심이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을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훔치는 문제와 이런 문제를 교통정
리해주는 라이선스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복잡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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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와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체제이다. 하지만 반대쪽의 세계에
는 모든 것을 사유화하고 특허를 부여하는 체계가 있다. 어느 한쪽은 다른 것
을 그대로 이용해도 되고 반대쪽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불공평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GPL이 등장했다. GPL은 독특한 감염성 라이선스 덕분에 수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경쟁이 복잡해지고 치열해지는 만큼 기술들의 라이선스도 복잡해진다. 오히
려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독점적으로 쓰여지기에 간편한 편이다. 그러나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들은 다양한 라이선스 규약이 통용되고 있다.

<표 4-1> 주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교
2차
무료

배포

제한없는

소스코드

소스코드

저작물

이용

허용

이용

공개

수정

재공개
의무

독점적
소프트웨어와
결합

GPL

○

○

○

○

○

○

×

LGPL

○

○

○

○

○

○

○

BSD L

○

○

○

○

○

×

○

Apache L

○

○

×

○

○

×

○

Shareware

○

○

×

×

×

×

×

Freeware

○

○

○

×

×

×

×

자료 : (강기봉 2008, 161)
위 <표 4-1>은 널리 알려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주요 라이선스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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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비교한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GPL이지만, GPL라이선스를 달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GPL을 부여해야 하므로
감염성이 있다. 이런 조항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BSD 라이선스나 아파치 라이
선스를 사용하면 된다. 이것은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그것의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그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정리하
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하지만 대체로 상업적 용도에 쓸 수 있는가와 이를 활
용한 2차 저작물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 받는가 하는 감염성 조항이 가장
핵심적이다.
위에 제시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에서 가장 자유도가 높은 것은
단연 BSD 라이선스이다. BSD 라이선스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아무런 제한 없
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한 2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그
것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기업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에는 BSD 라이선스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다음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은 것은 GPL과 LGPL의 차이점이다. GPL이 초창
기부터 중요하게 인식된 핵심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였지만, 독
점적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쓸 수 없다는 조항이 해당 소프트웨어가 더 널리
사용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게다가 해당 소프트웨어가 그 자체로 완성체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API나 라이브러리 같은
도구 수준의 프로그램이라면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은 필수적인데 기존의
GPL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확산을 크게 방해했다. 이런 점을
보완하여 나온 것이 LGPL이다. 이것은 라이브러리들이 다른 독점적인 소프트
웨어와 함께 쓰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소스는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따라서 기업들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
여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준 라이선스가 바로 LGPL이다.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는 대체로 누구나 해당 코드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상업
용 프로그램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런 비대칭성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
가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운영체제인 윈도우7의 설치파일을
CD나 USB에 옮길 수 있는 다운로드 도구를 제공한 바 있지만, 알고 보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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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나중에 알려
졌다(ZDNet Korea, 2009년 11월 11일). 후에 이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청
을 맡기 곳의 개발자가 무단으로 GPL을 위반하여 코드를 작성한 것이 밝혀졌
다. 해당 프로그램은 배포가 중지되고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수정한
프로그램이 배포되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각하기란 매우 어렵다. 일단 실
행파일로 컴파일되면 그것의 원 소스코드는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러므로 라이선스 조
항의 비대칭성이 유지되는 한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대단히 높다고 판단해
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논리적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프트웨
어는 특허의 관점에서 보면 안되고, 오히려 글이나 그림과 같은 저작물의 한
종류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의 소스코드가 다른 곳에 활용되는 경우 역시 기술의 활용이라기보다는 인용행
위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다.
사실 소프트웨어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는 현 시점에서 미묘한 문제이다.
만약 소프트웨어가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를 클래스
(Class)나 라이브러리로 만들거나 API로 처리하는 캡슐화(Encapuslation)와 객체
지향(Object-Oriented)이라는 프로그래밍의 일반적인 기법은 사실 상 법적인 표
절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거나 표절의 위한 도구와 같은 것으로 전락할 수 있
다.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저작물은 그대로 훔쳐가지 않는 한 동일한 내용을
다른 이가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이야말로 오히려 더 권장되는 중
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수학적 알고리즘이다. 최적의 알고리
즘은 하나밖에 없다. 누가 그런 알고리즘을 이미 구현했다는 이유로 일부러 성
능이 떨어지는 코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기술의 속성을 무시하는 비상적인
일이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
인 오류에 직면한다.
소프트웨어가 저작물로서 취급 받게 되면 다른 형태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
는데, 이는 선취권과 표절의 문제이다. 사실 선취권과 표절은 동일한 문제인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소셜 이노베이션은 아이디어와 소스코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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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권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와 과정이 모두에게 공
개되어 있다는 점은 장점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표절을 당할 수도 혹은
표절이라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먼저 공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남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취약한 상태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
서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적절한 라이선스 규약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법적 문제의 문화적 해결
소셜 이노베이션에서 법적, 제도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의
고유성을 확보하고 해당 기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성공적인 소셜 이노베이션을 위해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 자원은
동원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특허 및 지적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어떤 한두 가지의 형태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미묘한 사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분쟁의 여지가 나타날 때마다 매번
법정으로 달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용의 문제도 크지만,
일단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곳에 가뜩이나 부족한 자원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고,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구글이나 IBM 처럼 거대한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소셜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경우, 법적 분쟁 해결 비용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셜 이노베이션이 추진되는 소규모 커뮤니티는 그럴 능력이 없다. 따라서
법적 자원의 동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자주 경험하면서 이 분야의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분쟁의

해결에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법적인 해결은 기술의 입장에서는 전혀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적 해결은 어느 한쪽의 사람이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법정에서 패배한 상대방은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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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가장 흔한 결과는 비용을 내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장애물이 되곤 한다. 이런
모순은 법적 분쟁이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 결론은 “누가” 소유하는가를 결정하지 어떤 방법이 더 나은
기술사용을 위한 방법인가를 결정하지 않는다. 배타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을 결정할 뿐이지 더 많은 사용을 위해 더 큰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노력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해결책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거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기술의 확산이 저해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도 그 기술을 자유롭게 쓰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앞서 특허의 문제가 소유보다는 배타성이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기술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용을 제한하는 배타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술의 발전과 관련 생태계의 확산을 위해서는
법적 해결 이외에 다른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배타적인 방법은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기술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라이선스 비용을 낮추더라도 그 기술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면 역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후자의 방법이 기술의 발전과 소유자의 이익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향을 추구하는
프랜드라는 법적 장치가 있다는 것은 앞서 제시한 바 있다.
프랜드는 표준으로 인정된 특허가 공정하고 차별적이지 않도록 쓰여야 함을
명시한 법적 장치이다. 특허를 보유한 사람은 그 기술을 누가 쓸 수 있게 권리
를 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특허가 표준기술일 경우, 어느 특
정한 기업만 못쓰게 차별적으로 권리를 주는 것은 표준기술이라는 가진 의미와
상충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특허를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다. 이것은 특정 기술이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표준의 지위
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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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렇게 되면 표준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소유자는 자기 임의로 특정 기업
만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더 널리 쓰이
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표준기술을 보유한 곳은 이 기술이 빨리
확산되어야만 플랫폼이 될 수 있기에 특허 보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립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프랜드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표준기술에만 국
한된 것이다. 표준이 아닌 일반적인 기술은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처럼 아직까지 특허로 보호받기 어려운 것들 역시 프랜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법적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소셜 이노베이션에서는 기술 자체가 중요하다. 전통적 기술혁신은 기술보다
는 기술의 소유자와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행위자가 중요했다. 사실 특허라는
제도 역시 전통적인 기술혁신의 유형과 어울리는 법적 장치이다. 그래서 기술
자체보다는 사람과 행위자에 대한 규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반면, 소셜 이노베
이션은 기술 그 자체의 완성이 행위자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따라서 배타
적인 법적 제한은 처음부터 소셜 이노베이션과는 잘 맞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
다.
따라서 소셜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행위자들과 집단들은 기술에 대한 권리
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활용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법적인 제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차
원에서 실현되었다. GPL과 같은 라이선스 규정도 그 중 하나이다. 사실 GPL규
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은 간혹 있다. 그리고 실제로 FFmpeg(ffmpeg.org)라
는 오픈소스 멀티미디어 코덱(Codec)을 만드는 곳은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을 수집해서 “불명예의 전당(Hall of Shame) 65 ”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65

“불명예의 전당” 주소는 (http://ffmpeg.org/shame.html)이다. 2014년 05월 현재 등록된 사
례는 없다. 그러나 수년 전 여러 소프트웨어가 GPL규정 위반으로 이 목록에 올랐었고,
우리나라에게 널리 사용되었던 KMP라는 프로그램도 한때 이곳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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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GPL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벌금을 무는 일은
없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의 엄청난 비난이다. 일종의
문화적 강제력인 셈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크라우드소싱의 가장
중요하다. 크라우드소싱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인데 이런 GPL 규
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크라우드소싱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오픈소스 커뮤니
티 내에서 문화적 제제는 사실 상 실천적 강제력을 갖고 있다.
같이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동종계층 생산(Peer-Production)(Benkler 2006)
에서 이런 문화적 차원의 규제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꼭 오픈소스 커뮤
니티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실
리콘 밸리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참신한 아이디
어와 전문적인 기술로 무장한 이들 기업은 자신들의 비전을 키움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벤처기업들은 거
대 기술기업들이 큰 돈을 주고 인수한다. 벤처 창업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거대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고, 이런 사례들이 쌓여 더 많은 사람들이 벤처
기업 탄생에 뛰어들게 된다. 이 과정이 연속인 흐름으로 만들어지면 새로운 아
이디어가 등장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과 이것을 다른 기존의 기술과 접속
시키고 거대한 수준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에서 분업이 일어나고 기술은 보다 효
율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미국에서 정보기술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는
패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뛰어난 벤처기업을 만들
어도 창업자들은 큰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문제는 “네이버
가 하면 너 어떻게 살아남을래?”하는 질문이다(블로터닷넷, 2013년 9월 26일).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하지만 그 아이
디어는 바로 다른 거대 기업이 똑같이 만들면 벤처는 매장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다. 이런 문제로 최근 네이버는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따라 했다고 의심을
받는 여러 서비스를 폐쇄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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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아이디어만은 지적 재산으로 보호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구글은 그루폰(Groupon)이 처음 등장했
을 때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협상을 결렬되었고 그루폰은 독자적
인 생존을 추진했다. 이때 구글은 사실 자신이 직접 그루폰과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문
화적 강제력 중 하나인데, 미국에서 이런 행위는 대단히 비열한 것으로 여겨지
고 그 결과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는 인
식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종계층 사이에서 이런 문화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의 논리만 남았고, 법적으로도 문화적으로 해결하
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져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수준이 되었다.
문화적 규범은 생각보다 강력하지만 그것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그것에 참여하
는 행위자들이 함께 구현해야 하는 문제이다.
저작권의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대중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표절의 문제
를 생각해보자. 대중음악에서 표절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만 명백한 표절임이
입증된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정으로 명시된 표절은 그것을 피해가기가 어렵지 않다. 따라서 법
적으로 명백한 표절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에 따라 교묘한 표절은 증가하고 대
중음악 시장은 점차 망가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도 역시 문화적 차원의 규제이다. 그리고 이
규제 역시 마찬가지로 음악 생태계에 참여하는 동종의 생산자들끼리 함께 세워
야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명백한 표절이 아니라 관련 커뮤니티에서 인정한 표
절이라는 낙인이 해당 생태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정화의 능력을 법적
해결보다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문화적 해결은 암묵적인 규칙이다. 법적인 규제는 강력하기는 하지만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약간
의 부도덕함을 정당화하는 문제마저 안고 있다. 문화적 해결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현실적 강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동종의
생산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문화적 규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은 결
국 거대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노력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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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절

임계 규모의 확보 : 크라우드소싱과 이중의 생태계

소셜 이노베이션은 크라우드소싱의 방법으로 수행된다. 아이디어는 한 명의
개인에게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은 결코 혼자서 이
루어질 수 없다. 크라우드소싱은 필수적인 방법이며 더 나은 크라우드소싱을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충분한 수준이 갖춰져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크라우드소싱은 수많은 개발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동으로 소스코드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수의 개발자들이 참
여하면 더 빨리 그리고 더 결함이 적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개
발자의 수가 무한정으로 많아진다고 해서 더 나은 결과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맨먼스
(Man-Month) 미신이라는 것이 있다(Brooks 1995).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다른
물리적인 분야와 달리 개발 속도가 지체된다고 해서 인력을 추가로 더하는 것
이 개발속도 개선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속도를 더 지체시킨다는 주장
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은 건축물을 짓는 것에 비유될 수 있지만,
그것은 형태적 유사성일 뿐이고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오히려 정 반
대일 수가 있다.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만드
는 것이며 이것은 번득이는 영감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
람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더 많은 사람은 더 많
은 의견을 낳고, 평범한 수준의 수많은 아이디어는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크라우드소싱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개발자가 필요하지만 그
수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 매우 우수한 실력의 개발자 소수와 일반적인 개발
자가 적절하게 결합된 형태가 적합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규모의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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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리더가 제
일 많은 공헌을 하고 핵심적인 알고리즘도 혼자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는 달라
질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앞서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위키피디어 백과
사전의 예이다. 위키피디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컨텐츠를 생산하
는 크라우드소싱의 형태이다. 그런데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그 성격 상 끝이 정
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무한대에 가까운 병렬적 작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경우이다.
크라우드소싱은 협업이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지만 지리적 한계를 극복한
전자적 협력이라는 것과 그래서 무제한적인 참여가 가능한 협업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참여의 동기이다. 크라우드소싱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심이 필요하다. 그
것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순수한 희생
이기 때문이다. 크라우드소싱의 순수함과 숭고함이 임계 규모 이상의 크라우드
소싱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난관을 만든다. 임계 규모의 크기는 추진하
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다.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기여이자 자원봉사활동이지만, 소셜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크라우드소싱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귀중한 자원이다. 따라서 크라우드소
싱에 참여하는 동료들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내부적 의사소통이 막
히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정 규모의 크라우드소싱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후의 원활한 생산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
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크라우드소싱은 커뮤니티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셜
이노베이션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공동 생산을 위한 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은 누군가와 계약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
라서 커뮤니티는 공동 생산을 위한 공동체이면서 자발적인 삶의 일부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들은 선의를 가지고 기술개발과 그것의 구현
을 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더 큰 사회에 공적인 측면에서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얻는다. 커뮤니티는 그 운영의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격려하며,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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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도록 제어하면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성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함께
공유하는 경험이 커뮤니티의 자산으로 남게 되며, 이렇게 얻어진 경험은 다른
소셜 이노베이션의 참여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소셜 이노베이션 커뮤니티
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성의 형성 및 경험으로서의 자원 확
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순화적인 과정이다. 이전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새로운 기술의 밑거름이 되는 선순환 구조
가 이상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셜 이노베이션이 플랫폼의 지위를 확
보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자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앞서 살펴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모두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기
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모든 소셜 이노베이션이 그것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텍스트큐브는 이에 실패하였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충분한 사용자 집
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어느 일정한 수준의 양을 넘어서면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때가 있다. 베
스트셀러나 입소문 마케팅 같은 것들이 그렇다. 조그만 양이 팔리면 큰 변화가
없지만, 한두 권씩 더 팔리기 시작해서 어느 일정한 양을 넘어서게 되면 베스
트셀러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사실이 다시 새로운 구매를 이끌어내는
양의 되먹임 현상이 발생한다. 소셜 이노베이션도 정확하게 이와 일치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사전에 정해진 기간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기 위
해서는 크라우드소싱에 참여하는 충분한 수의 개발자가 필요하다. 소수의 개발
자들만으로는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 게다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참
여하는 것은 보통 봉사나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이기에 강한 업무량을 요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충분한 수의 개발자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양의 되먹임 현상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개발
자만이 있었지만, 점차 더 많은 개발자가 모이고, 그 중에서는 제법 유명한 사
람도 섞여있고,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이 프로젝트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크라
우드소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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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어느 측정한 임계량을 넘어설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이
런 임계량을 보통 캐즘(Chasm)이라고 부른다. 캐즘은 흔히 어떤 제품이 보급될
때 얼리 어댑터들이 먼저 구매하고 보통 사용자 집단이 구매하기 전에 나타나
는 일정한 고비를 의미한다. 많은 신제품들이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된다. 반면, 이 고비를 넘게 되면 이제 주류의 보통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
려지고 판매된다.
이 과정을 소프트웨어로 설명하자면, 처음에 몇몇 사람들이 특정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지만 어떤 임계수량이 쓰이기 전까지는 그대로였다가 그 임계수량 즉
캐즘을 넘어서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
고 소프트웨어의 특성 상 호환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계 규모의 확보가 소셜 이노베이션의 영속
성을 위해 제일 중요하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관심과 평판은 무적 중요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는 보통 무상으로 제공된다. 사용을 위한 비용이 들지 않으니 일단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문턱이 낮다. 그러므로 관심은 기술의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이 된다. 앞서 언급한 양의 되먹임 현상을 함께 고려하면 이 분야에서도 더 많
은 관심을 유도하는 소프트웨어가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진다. 만
약 충분한 관심을 끌지 못해 일정한 사용자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소프
트웨어의 개발에 참여하는 크라우드소싱의 규모도 작아지고 그 결과 이 소프트
웨어의 미래는 장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임계 규모 이상의 사용
자 집단의 확보는 크라우드소싱의 규모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이 영속성을 가지려면 역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생태계란 자체 생태계를 의미한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사회 여러
요인들이 적극적으로 기술혁신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공개하고 공
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에 그런 문화의 기반이 있어야 한
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탄생과 성장을 촉진하는 이런 거대한 차원의 사회적 환
경을 큰 생태계라고 부른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를 각각의 개별 기술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작은 생태계를 의미한다. 안드로이드의 앱마켓이나, 워드프
레스의 확장기능 및 테마 생태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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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이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로서의 건전한 거대 생태계와 해
당 개별 소셜 이노베이션이 구축한 자체 생태계 모두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이런 이중의 생태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면 소셜 이노베이션은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소셜 이노베이션이 성공하려면 충분한 자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좋
지만 이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생적인 생태계를 생각보다 그 규모가
크다. 텍스트큐브는 결국 제대로 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래도 수백 개 이상의 테마와 플러그인을 확보했다. 문제는 이것
으로 자생적인 생태계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체적인 생태계의 임계 규모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용자 집단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앞서 텍스트큐브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한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소
셜 이노베이션은 처음부터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글로벌 크라우드소싱
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언어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
는 회피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에 처음부터 글로벌 수준의 프로젝트
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성공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그런 점에서 자체 생태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는 거대 사회기술
적 생태계 역시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원격지에서 이루어지는 협업은 커뮤
니케이션이 성공의 핵심요인이 된다. 실제로 유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
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용 대화방을 개설하거나 메일링리스트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셜 이노
베이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은 그 축적된 경험을 통해 다른 글로벌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도 글로
벌 커뮤니케이션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경험은 사회기술적
생태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참여의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성공의 경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이다.
자체 생태계의 구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 경제
적 이윤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통해 만들어
진 것이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성공시킨 워드
프레스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다. 자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은 그 생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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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즉 유
료로 판매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어폭스의 테마와
부가기능은 유용하기는 하지만,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에 비하면
매우 크기가 작은 편이다. 이것은 대체로 파이어폭스 부가기능 생태계가 유료
거래로 유지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술의 난이도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당 기능을 쓸 수 있는 대안적인 기술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이어폭스 생태계는 구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데에는 약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반면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생태계를 구성한 워드프레스는 비영리적인 생
태계와 영리적 목적의 생태계 모두 활성화되었다. 영리적 목적의 생태계로부터
워드프레스는 전혀 이익을 공유 받지 못하지만 그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을수
록 플랫폼으로서 워드프레스의 위치는 더욱 강력해진다. 따라서 서로에게 도움
이 되는 매우 모범적인 생태계인 셈이다.
이와는 약간 다른 형태로 안드로이드 앱마켓은 이곳을 통해 앱이 거래될 때
마다 구글은 일정한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다. 따라서 구글은 워드프레스와는
달리 영리적 생태계의 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구글이 갖
고 있는 문제는 앱 생태계에 참여하는 개발자보다는 스마트폰을 생산해서 판매
하는 업체들에게 있다. 이들은 한번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더 이상 수익을 얻지
못한다. 반면 이들이 열심히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구글의 수익은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갖는다. 이런 구조는 어느 한쪽만 이익을 얻는 구조이기에 오
래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구글은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야 한다. 안드로이드라는 기술의 영속성을 위한다면 그래야 한다.
텍스트큐브는 성공하지 못했고, 워드프레스는 성공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
인 차이는 바로 임계규모라는 점을 앞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런데 임계규모를
확보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소셜 이노베이션의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매
우 거대한 관심을 얻고서도 오래지 않아 실패로 판명된 수많은 IT업체들이 있
다. 그들은 모두 임계 규모를 넘었었다. 그럼에도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했다. 관심을 평판으로 바꾸고, 평판을 경험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야
소셜 이노베이션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의 생태계의 존재가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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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이유는 주변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혁신의 협력자로 만들어주
기 때문이다(Schrage 2014).

3절

아이디어와 자원 : 전문성과 열린 리더십의 문제

새로운 아이디어는 쉽게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것이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
는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이 쌓인 전문가가 적절한 사회기술적 환경 아래
에서 등장하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까지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상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전문
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인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지금 현실에서 그것을 구현할 방법이 없다면
그건 망상에 불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당시의 사회기술적
환경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사례로서 다이얼패드라는 기술이
있다. 다이얼패드 인터넷을 통해 전화를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스마트폰이 보편
화된 2014년에서 보자면 지극히 당연한 기술이다. 그러나 다이얼패드는 1999년
에 나왔다. 그 시대에서는 그것을 구현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기존의 통신사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못했다. 스마트폰 혁명을 통해 그런 조건이 형
성된 지금은 각종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대부분이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따
라서 그 시대의 사회기술적 조건은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좋은 아이디어는 단순히 아이디어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기술적 자원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생각과 함께 묶여야 한다. 아이디어 그 자체는 구체적이어야 하
고, 지향하는 바가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기존 기술자원을
동원할 것이고, 그것을 위한 도구로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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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부터 그것을 구현할 준비가 된 아이디어로 인
정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의 사례들을 보자. 리누스 토발즈는 PC
에서 작동하는 유닉스 머신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세웠고, 이를 위
해 미닉스를 사용하겠다는 것까지 함께 떠올렸다. 우분투 역시 서버가 아닌 데
스크탑에 적합한 리눅스 배포판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했고, 이를 위해
데비안을 이용하자는 생각이 함께 나왔다.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였다. 모바일
운영체제라는 다소 거대한 생각을 가져왔지만, 리눅스 커널에 자바 가상머신을
이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떠올렸기 때문에 실제적인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했다. 이렇듯 아이디어는 하나가 동원할 자원과 결합되어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성이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보통 요구되는 것은 적절한 고등교육과 훈련 및 경험이다. 프로젝트를 설립한
사람들을 살펴보자. 리눅스 토발즈, 앤디 루빈, 마크 셔틀워스, 매트 뮬렌웨그
등은 모두 해당 기술을 오랫동안 다룬 전문가들이었다. 물론 일부는 충분한 고
등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수행할 만
한 기술적 자원과 지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만큼의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었다.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동원할 기술적 자원과 지식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자원을 어떤 목적을 위해 동원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자신이 직접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은 부차적
인 문제이다.
IT산업에서 이름을 떨친 거물들은 대체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등은 대학을 중퇴하고 이른 나이에 창업
을 했다. 그런 연유로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 나이서부터 컴퓨터를 다루어서 이미 어린 나이에 높은 숙련을
이룬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활동하던 1970년대 후반에 그런 경력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당시 기준으로 대단히 쌓기 힘든 경험을 이미 얻은 것이었다.
반면, 구글을 설립한 세르게이 브린이나 래리 페이지 같은 이들은 대학원에
서 수학한 고등인력이었다. 게다가 자신들이 직접 만든 알고리즘을 논문으로

소셜 이노베이션의 핵심요소 233

출판했고, 이를 실제로 구현한 검색엔진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해당 분야에서 이미 최고 수준을 이룬 전문가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비전문가가 갑자기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놀라운 혁신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일
까? 아이디어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것을 위해 어떤 자원을 동원해야 하
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과 상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은 소셜 이노베이션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된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폐쇄형 혁신이 개방형 혁신으로,
그리고 개방형 혁신이 소셜 이노베이션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을 수
행한다고 하면서 이전의 방법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들거나, 더 많은 비
용이 요구된다면 그런 프로젝트는 이미 탈락이다. 그리고 비전문가들은 그런
상황을 자주 만들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소셜 이노베이션을 위한 중요 요
건으로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수적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제 문제는 어떤 전문성인가도 중요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창립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
래밍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이전의 좋은 기술적 자원을 가져와 재빠르게 아
이디어를 구현하고 크라우드소싱의 연속된 생태계를 구축했다. 만약 이 프로젝
트가 비교적 작은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비영리 프로젝트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기술을 지향하면서 여러 기업 행위자들이 참여하거
나 혹은 프로젝트 자체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전혀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소셜 이노베이션이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성공
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여기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사람, 기업, 자본,
기술, 지식, 도구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사람과 사람이 아닌 모든 행위자를
포괄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것들을 모두 자신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성공하는가가 바로 소셜 이노베이션이 성공하는가와 동
일한 질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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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매우 다양하고 많다면, 이들 사이를 조율하
거나 이들 각자가 지향하는 바를 조정하는 것은 대단히 힘겨운 문제가 된다.
혹은 크라우드소싱에 참여하는 개발자가 대단히 많은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거
대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가장 유명한 사례
는 역시 구글이다. 구글은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가 설립했지만, 그들은
모두 기술에 대한 전문가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구현한 기술적 산물을 이용해
서 더 나은 가치를 만들고 더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술에만 능숙한 전문
가들이 맡기에는 어려운 분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영에 대해서는 비전문가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설립자는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들 영입했다. 단순
한 경영 전문가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큰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동원하는데 성공했고, 그들
통해 수많은 자원들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초
창기 구글이 놀라운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이다.
앤디 루빈 역시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다. 자바 가상머신이라는 아이디어
는 분명 탁월했다. 하지만 그가 구현하고자 했던 바는 모바일 운영체제라는 대
단히 거대한 규모의 기술이었다. 이를 위해선 많은 자원이 필요했고 그는 그
자원이 부족했다. 그때 그는 기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기업을 팔겠다는 결정
을 내렸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 기업을 만났고 최종적으로 구글과
좋은 협상을 이끌어 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인수한 이후에도 앤디 루빈이
계속 안드로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의 안드로이드를 결
국 만들어냈다. 그는 자기의 프로젝트가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다. 구글과 올바른 협상을
이끌어낸 것도 또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전문가는 일차적 장점은 잘 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은 단순히 안
다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다음 과정이란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여러
참여자들이 이런저런 지향을 갖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여러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고, 이미 구성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계속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도록 유지할 것인가도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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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갈등도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문제를 모두
조정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갈 곳은 실패뿐이다.
이런 문제를 잘 조정하고 갈등을 조율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비전을 제시하
는 것은 모두 리더십의 역할이다. 이것은 단순히 잘 알고 있다고 해결할 수 있
는 문제가 아니며, 순간의 상황, 배경의 맥락, 그리고 사람의 태도 등 미묘한
것들이 복잡하게 개입되어 있다. 복잡한 상황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것은
역시 리더의 신뢰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리더의 진실성과 비전, 그
리고 진지한 태도가 중요한 기여를 한다.
우분투는 수년 간 최고의 자리를 지킨 리눅스 배포판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분투를 약간 변형한 민트가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트에 열광하고 그곳
으로 이동했다. 민트는 가장 인기있는 배포판이 되었고, 우분투는 여전히 높은
순위이지만 과거보다는 떨어졌다. 사람들은 우분투의 어떤 점에 실망했을까?
이에 대한 가장 흔한 답변은 새로운 것에 대한 피로감이다. 실제로 민트가 내
세운 것은 신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지향적인 기술이었다. 새로 나오는 그
놈(Gnome) 3.0 버전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2.0 스타일의 마떼(Mate)를 내세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분투를 버리고 민트로 갔다. 민트의 예쁜 디자인도 큰 영
향을 미쳤지만, 예쁜 것으로만 따지면 우분투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 결국 신기
술에 대한 지나친 경도가 사람들의 피로감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
로운 기술을 쓰겠다는 결정은 누가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커뮤니티가 중요 결
정을 담당하긴 하지만, 커뮤니티 내에서 중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람들은 주로 리더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리더의 결정은
쉽게 추인되고 승인된다. 신기술에 대한 추종이 대단한 반동적인 결정은 아니
지만, 그 정도가 문제였다. 실제로 우분투는 전통적인 X.org를 대체할 디스플레
이 서버로 Mir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 우분투는 X.org의
후계자로 웨이랜드(Wayland)를 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아직까지 비전도 불명확한 기술로 이전을 큰 고려 없이 결정했다. 이런
결정 하나만으로 우분투가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리더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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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터툴즈와 텍스트큐브는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블로그 도구를 이용하여 글을 생산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컨텐츠 유통을
위해 여러 가지를 설립했다. 태터앤컴퍼니, 태터앤프랜즈, 태터앤미디어, 니들
웍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거기에 기업의 인수관계까지 무척 복잡하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든 건 당시로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관련된 사람들
은 이름을 구분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을 정도로 산만하고, 네트워크 구조가 복
잡하게 얽혀 있어 통일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태터앤미디어가 운
영했던 이올린이라는 사이트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들 어느 누
구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결과 각자 따로 운영되는 여러 조
각으로 분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구조에서 프로젝트를 원활이 이끌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임무이다.
태터툴즈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은 그 이후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전혀 맡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초의 창발자가 그 이후
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이렇게 되면 리더십이 제대로 갖추
어지기 어렵다. 소셜 이노베이션이 성공하기 위해 열린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프로젝트의 진행을 리더가 장악하고 있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기술에 대
해 가장 많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발자가 초기 단계부터 빠져 버리
면 이후에 리더의 자리를 맡는 사람이 충분한 책임감을 갖기 어렵고, 다른 외
부의 입김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 열린 리더십은 아무나 다 받아주는 그런 것
이 아니다. 사전에 준비된 기준에 따라 부합하는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
하고 끌어안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단호하
고 재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그러나 태터툴즈는 처음
부터 이런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후에 리더를 맡은 신정규는 뛰어난
전문성과 높은 책임감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자신의 삶을 이것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던 개인적 환경의 문제로 일정한 한계를 가진 리더십을 발휘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태터툴즈에서 텍스트큐브로 이어지는 기술의
연속성에서 발전은 정체되고 더 이상 사용자는 증가하지 않고, 외부 세력은 이
용가치가 있는 것만 골라서 가져가고 프로젝트에는 더 이상 기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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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터툴즈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절대 전문성의 부족이 아니다. 처음부터 중
심을 잡아주는 리더가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태터툴즈는 부족한 리더십을 의식해서인지 이리저리 조직과 기능을 분할했다.
그러나 원활한 리더십의 작용을 위해서라도 지나치게 복잡한 관계를 만들 필요
가 없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기능이 분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리더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리더십
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분산적인 구조도 소통의 비용
을 증가시켜 효과적인 리더십의 발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인이 아니라 기업 혹은 재단이 소셜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재단은 기업과 달리 영리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기업은 자원동원이라는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양자 모두 성공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
뢰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개 직접적은 큰 보상을
바라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대 만약 거대 행위자들이 그들의 수고를 이용만
한다면 프로젝트는 바로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모든 절차
가 투명하게 열려 있다. 그 과정에 부조리가 있다면 그 부조리가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해도 소셜 이노베이션 전체에 큰 위험이 된다.
모질라 재단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례가 이해를 도울 수 있다. 2014년 모질라
재단은 신임 CEO로 브랜든 아이크(Brendan Eich)를 임명했다. 그러나 그는 과
거에 동성결혼 반대를 위해 기금을 낸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반대
에 부딪쳤다. 큰 논란 끝에 그는 결국 2014년 4월 3일 모질라 재단의 CEO직에
서 사임했다 66 . 그가 동성결혼 반대를 위해 기부한 돈은 천 달러였다. 이 문제
를 그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아마도 이 정도 문
제로 사임까지는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아이크는 논란이 일자, 곧바로 과거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성소수자를 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사임했
다. 아이크의 개인적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성소수자를 반대한 그 자
체가 아니라 모질라 재단의 CEO자리가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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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log.mozilla.org/blog/2014/04/03/brendan-eich-steps-down-as-mozilla-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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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단은 “타인을 포용하는” 것이 핵심적인 미션이기 때문이다. 그런 단체의
책임자가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질라 재단의 신뢰 자체를 떨
어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 만약 그가 끝까지 CEO자리를 지
켰다면, 모질라 재단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고 사회에 공헌한다는 믿음을 가진
수많은 크라우드소싱 참여자들이 그들을 떠날 것이 분명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은 소셜 이노베이션을 위해 무척 중요한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동원할 자원으로서 도구적 기술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하는 크라우드소싱을 수행하고, 전문적인 수준의 사람들
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술적 도구는 성공적인 소셜 이노베이
션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도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초창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
발 프로젝트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사용할 도구를 먼저 만드는 작업을 했다. 리
눅스 커널 개발 그룹에서 Git을 만들고, 모질라 재단이 버그질라는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공동으로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통합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전 그
자체도 하나의 도구에 해당한다. 수많이 사람들이 모여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
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이다. 인터넷은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도구 그
자체에 해당한다. 인터넷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면 크라우드소싱과 같은 대
규모 협업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소셜 이노베이션은 등장하지
도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연결성의 확보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의 중요성을 가장 일찍 설파했던 리처드 스톨만이 대규모의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이끌지 못했던 것은 사실 인터넷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
다는 사실이 결정적이다. 반대로 이후 리누스 토발즈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
공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인터넷의 발전이다.
1990년대 초중반에 인터넷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랜(Lan)이나 DSL기술이 보급되기 전까지
는 기술적으로도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접속을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급속히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접속비용은 크게
감소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 자체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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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물론 더 빠르고 좋은 환경의 인터넷은 여전히 일정한 비용이 필요
하지만 그 비용조차도 지금은 크게 낮아졌고, 단순한 접속만을 위한 스팟(Spot)
은 무료로 공개된 것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쉽게 인터넷
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혁신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다시
다른 혁신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용의 문제는
소셜 이노베이션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기술적 배경 중 하나이다.
게다가 이제는 모바일로의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 장비와
인터넷의 결합은 유비쿼터스의 비전을 실현시키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커뮤
니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곧 언제나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곧 새로운 기술적 기회의 확대이다.
인터넷의 발전은 다른 자원의 동원도 손쉽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자원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상적인 형태의 기술이라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기술
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힘들다.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개발비용은 필수적
이지만,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그 수준마저도 결코 쉽게 마련할 수 없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소셜 펀딩과 같은 방법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자금을 보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법이 가능하게 된 것도 모두 인터넷의 발전을 통한
연결성의 증대로 인한 것이다.

4절

소셜 이노베이션의 성공과 기술의 진화

소셜 이노베이션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지만, 그
중에서 소셜 이노베이션의 자원동원 전략을 보면, 결국 블록 장난감 레고와 비
슷한 측면이 있다. 레고 블록 장난감은 주어진 여러 가지 형태의 블록을 최대
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놀이이다. 이 과정에서 남들보다
더 나은 구조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하는 좋은 아이

240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디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재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
야 하는데 레고 블록은 그 개수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원을 남들
에게 빼앗기지 않고 가져와야 하면, 그렇게 확보한 자원을 활용하여 애초에 생
각했던 구조물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결국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 더 빨리 더 견고하게 원하던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된 형태의 블록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구조물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는 새로운 형태의 블록 조각이 필요할
수도 있다. 누군가 전에 없던 새로운 블록 조각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활용하여
나만의 구조물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든 구조물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고, 그 일부분은 해체하거나 가져다가 새로운
구조물로 재탄생 시킬 수도 있다. 레고 블록으로 비유한 이 과정은 소셜 이노
베이션의 자원동원을 이해하는 좋은 비유가 될 수 있다.
소셜 이노베이션이 전통적 기술혁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은 행위자와 기
술 중 어느 것이 혁신의 중심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공적인 소셜 이노베이
션은 유연하고 열린 리더십을 통해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을 동원하고 그들과
주변 기술 및 크라우드소싱 참여자와 기술의 사용자 집단을 아우르는 거대한
우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중심은 기술이다. 기술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면에, 전통적인 기술혁신은 그 중심에 기술이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술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 기술혁신의 경우
통제권을 보유할 수 있는 한계까지 공개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은 앞서 지적
한 바와 같다.
이 양자의 네트워크 사이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다. 전통적인 기술혁신의 경우, 통제권을
지닌 행위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이나 지식과 같은 비-인간 네트워크
구성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반면, 소셜 이노베이션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인간 행
위자인가 비-인간 구성물인가는 중요한지 않다. 오직 기술혁신을 성공시키기

소셜 이노베이션의 핵심요소 241

위한 측면만 고려될 뿐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비-인간 행위자가 인가
참여자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소셜 이노베이션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위상은 대단히 독특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독립적인 생물체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된다. 소셜 이노베이
션에서 기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율성을 부여 받은 실존적 어떤 개체가 된다.
기술의 생존논리는 사회기술적 거대 생태계 내에서 자신만의 독자성을 유지시
키는 것이며, 이 과정은 철저한 진화론적 과정이다. 자연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순수한 진화론의 논리가 기술생태계로 확대되는 셈이다.
해당 기술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영속성을 준비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
적인 방법은 플랫폼이 되는 것과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을 성공하지 못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생존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마치 유
전자의 단위에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술의 특정 유전자가 다른 기술
속으로 들어가 살아 남는 것이다(Dawkins 2006). 소셜 이노베이션의 결과물로서
기술은 그것이 그 자체로 살아남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가 다른 기술의
시드테크가 되든지 아니면 그 일부나 전체가 다른 기술과 통합되기도 한다. 이
런 경우, 해당 기술은 스스로 독자적인 생존을 도모하지는 못했지만, 그 일부는
다른 기술 속에 남아서 작동하게 된다. 진화론에서 유전자가 살아남는 방식과
완벽히 동일한 방법이다.
기술이 자율적으로 된다는 것은 기술에 의지가 부여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술은 여전히 사람에 종속적인 것이긴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는 논리는 더 큰
이익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쓰임이 중요해진다. 기술은 경제적으로 환산된 가치
가 아니라 순수한 기술적 효율성만의 가치로서 평가되고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거대 사회기술적 생태계 안에서 스스로에게 우호적인
다른 기술들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경쟁기술과의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살아남
은 기술을 최고의 효율성을 입증한 것들이게 그것들이 더 많이 사용됨은 당연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부수적으로 얻어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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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기술들의 경쟁의 배후에는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놓여져 있는 것처
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의 중요성을 높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 승부는 기술적
효율성에 있지 경제적 효율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승부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정보기술을 다루는 수많은 기업들이 왜 무상
으로 자신들의 기술과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해주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구
글은 검색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도 사용자에
게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기술적 논리가 최우선이고, 이 야생의 공간에서 어느 기술이 살아남는가가 무
엇보다도 중요하고, 경제적 논리는 그 이후에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점점 더 자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할과 통제권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술
이 순수한 기술적 논리로 경쟁한다고 했지만 그 순수한 기술적 논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는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기술에 갖는 상대적인 자율성은 어떤 기술을 선택하는 과정에 놓여있다.
사람이 기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직 효율성만 고려한다면 기술은 자율성은
사람의 자율성을 능가할 수 있겠지만, 기술을 선택하는 기준이 복합적이고 다
른 사람들과의 정치적인 관계 동학에서 변화하는 것이라면 기술의 경쟁논리는
결국 사람들의 논리로 바뀌게 될 것이다. 결국 기술의 진화과정의 최종 심급은
여전히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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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셜 이노베이션의 확장과 함의
소셜 이노베이션은 기본적으로 기술혁신을 이루는 최신의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이념형으로서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를 분석했다. 그러나 앞서 오픈소스의 개념을 단순히 컴퓨터 프
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아니라 사회일반에 공개된 유용한 정보로 확장하면 소셜
이노베이션의 방법론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다른 유형의 기술과 지
식의 분야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논리를 따르는 다른 여러 기술들을 다룬다.
그리고 방법론으로서 소셜 이노베이션의 확장과 그것의 사회적 함의 및 중요성
을 설명하고자 한다.

1절

소셜 이노베이션의 사회적 확장과 “소셜”소스

1. 오픈소스에서 “소셜”소스로
본 연구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사례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주로 다룬다.
그런데 본 연구의 제목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오픈소스”라는 단
어가 들어가 있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핵심적인 사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가 아니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강조한 의도적인 제목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말하는 오픈소스란 무엇인가?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소스”를 공개한다는 의미이다. 이제 논지의 핵심은 과연 소스가 무엇인가에
맞춰진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공개하는 것은 소스코드이다. 컴퓨터 프로
그래밍 분야에서 원시코드로 불리는 일련의 코드를 소스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소스는 소스코드만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말은
그 소스코드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소
스라는 개념을 꼭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위한 용어만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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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외부에 공개되는 소스라는 것이 더
넓게 확장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셜 이노베이션도 사회적으로 함께 확장된다.
소스라는 것은 어떤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 및 기술에 해당한다. 이것을 공개
하면 오픈소스가 되는 것이다. 공개한다는 의미는 공개하기 이전에는 나만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소스라는 것은 나만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그것이 유용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특질이다. 그 중에서 우선,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나
만이 갖고 있거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는 의미이
다. 나의 경험, 나만의 노하우와 비법, 혹은 내가 소유한 지식과 정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렇
지 않았을 때보다 무언가 더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공개
했지만 그것이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스로서 기능할 수 없
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정보라는 측면이다. 모든 정보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어떤 특정한 숫자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하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것과 다른 정보와의
관계와 맥락이 함께 알려지거나, 혹은 데이터의 집합체로서 공개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될 수 있다. 결국 소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어떤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소스가 소스로서 제
대로 인정되려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획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지
위를 획득한 소스를 “소셜”소스라고 부를 수 있다. 소셜소스는 프로그램의 소
스코드를 의미하는 오픈소스와 구별하기 위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공
개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유통되어 독자적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존재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기 위한 단어이다.
소스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활용하면 소위 집단지성 67 이라고 불리는 현상도

67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고차원적인 지적활동이라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단어는 “소셜 브레인(Social Brain)”이란 말로 대신하려는
사람들도 있다(Zynga 2014). 여기서는 집단지성이 관행적으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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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소스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지성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위키피
디어 백과사전을 생각해보자. 위키피디어는 사용자가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공
개하고 공유하고, 이것이 대규모로 이루어짐으로써 매우 다양하고, 발전이 빠른
지식의 집합체를 만든 것이다(Tapscott 2006). 위키피디어야 말로 개인들이 자신
이 가진 소스를 공개하여 만들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그것을
발전시키면서 소스 자체가 사회적 과정 속에서 생명체처럼 살아가는 그런 전형
적인 소셜소스 그 자체인 셈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이 경험한 식당에 별점
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관람한 영화와 읽은 책에 평점을 내리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로 소셜소스로 이해할 수 있다.
소셜소스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충분한 양
과 확산의 정도이다. 몇몇 사람만이 공개해서 만든 백과사전은 사전으로서 아
무런 가치가 없다. 충분히 많은 양의 소스가 모여야 비로소 적절한 가치를 가
진 사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임계량을 초과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소스를 공개하되, 그렇게 공개된 소스의 양이 충분해야 한다. 그
리고 이 충분이라는 의미는 집중 혹은 축적을 의미한다. 아무리 많은 양의 소
스가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색엔진과 같은 정보기술의 발전이 오픈소스가 제
대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임계
량을 넘어서게 되면 양의 되먹임 혹은 네트워크 외부성이 발휘되어 오히려 더
빨리 정보가 집중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위키피디어가 성공한 이유가 된다. 실
제로 위키피디어는 전통적인 백과사전의 대명사인 브리태니커를 오래 전에 넘
어섰다(Giles 2005).
수많은 사용자가 직접 소스를 공개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이용하는 것은 일종
의 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행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신
도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Jarvis 2011). 그리고 이런 집단지성
의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Tapscott & Williams 2010).
그 다음으로 다룰 요인은 확산의 정도이다. 소스를 공개했지만 그것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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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지 않고 국소적으로만 알려질 뿐이라면 그것이 가져올 영향력은 극히 미미
할 것이다. 따라서 공개된 소스에 대한 접근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고, 그것이
손쉽게 확산될 수 있는 기술적 도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
수한 검색엔진과 소스의 집적을 편하게 해주는 저장의 기술 및 소스의 배포를
간편하게 하는 각종 소셜 미디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은 공개된 소스의 영향
력과 잠재력을 성장시키는 기술적 도구이다. 같은 양의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넓게 더 빨리 순환된다면 그것의 힘을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경제활동에서 화폐가 순환하는 것과 같다.
소스를 공개하는 활동은 개인이 의도적으로 행하는 실천이 아닐 수도 있다.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이나 지리정보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자동적으로 전송하게 되는 흔적이나 혹은 기기의 이용내역 정보
를 바탕으로 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스마트
폰 이용지역과 시간 자료를 활용하여 심야버스의 운행노선을 결정한 경우가 좋
은 사례가 된다 68 . 최근 과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기압센서를 장착하고 이 측정치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매우 자세한 기
압 분포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예보가 가능해진다
(Gohring 2013). 이런 유형의 소스는 사용자가 단 일회의 동의만으로 손쉽게 공
유와 공개가 가능해지고, 그 결과 소셜소스가 될 수 있다.
소셜소스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 크라우드소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소스
와 소스가 쌓이고 결합하고, 그리고 그것이 널리 확산되면서 소셜소스가 된다.
소셜소스가 만들어지고, 결합하고, 성장하고, 확산되는 과정 그 자체가 소셜 이
노베이션의 한 형태가 된다.

68

서울특별시의 심야버스 노선결정 방법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손꼽
히고, 이는 그 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http://gov.seoul.go.kr/archives/3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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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소스와 소셜소스의 사례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닌 소셜 이노베이션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소셜 이노베이션 방법론의 이념형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본 연구의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소셜 이노베이션의
이론적 모습에 가장 근접한 실제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최적의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소프트웨어라는 제품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
다. 즉 물리적 실체가 없고, 전송 및 협업이 매우 용이한 형태를 가졌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런 이상적인 형태가 아닌 기술들에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방법론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만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셜 이노베이
션의 가장 중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개와 공유 및 크라우드소싱
이 적용되었으며 자체적인 생태계 구성에 성공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은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현상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만 국한된 일
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시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가장 먼저 다룰 것은 앞서 다룬 소프트웨어에 반대되는 특징, 즉 물리적 실
체를 가진 기술에 대한 것이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불리는 것들은 하드웨
어, 즉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 및 방법이 공개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오
픈소스는 설계도가 소스로서 공개되었다는 의미로 쓰인다. 기업이 어떤 장치를
생산하여 판매할 때 그 장치를 만드는 방법은 해당 기업의 가장 중요한 기밀이
었다. 제품의 설계도를 빼돌리거나, 경쟁 기업에 팔아 넘기는 것은 가장 중대한
산업스파이로 분류되어 처벌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이 설계도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설계도대로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개념이 오래 전부터 알려졌던 분야는 음향장비 분야
이다. 좋은 소리를 추구하는 음향장비 분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매니아들이
활동하는 분야였다. 자기들끼리 더 좋은 소리를 얻어내기 위해 여러 장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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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연구했고 나아가 아예 직접 장비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커뮤니티 기반의
하드웨어 제작시도의 역사는 무척 오래 되었지만 그 영향은 매우 미미했고, 전
문 기업의 수준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기술적 발전으로 오디
오 장비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지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 오디
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큰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일부 전자공학 전문가들이 매니아 수준에서 직접 오디오 장비
를 만들기 시작했다. 사실 음향장비 커뮤니티에서 직접 장비를 만들려던 시도
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시도에 의의가 있을 뿐 품질 면에서는 경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충분히 오디오 기술이 성숙되면서 상용 고급 제품에 버금
가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Object2라는
헤드폰 앰프이다. 헤드폰 앰프는 재생되는 소리는 증폭해서 헤드폰에 전달해주
는

장비로서

매니아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고급장비인데,

인터넷에서

“NwAvGuy”로 알려진 엔지니어가 자신이 직접 설계한 앰프를 공개했고 그것의
이름이 Object2이다.
그는 이 앰프의 설계도와 이것을 설계도대로 제작했을 때의 주의해야 할 점
등 중요한 정보를 모두 명시해서 공개했다(NwAvGuy 2011). 이젠 제작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제품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제품이 널리
인정받게 된 것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급제품과 견주어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
다는 점이다. 수백 만원 이상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성능을 수십 만원의 투자
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스스로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재
료비와 시간만 있으면 된다.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설계도가 공개되었으니 당연히 이를 전문적으로 제작
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있다69. 그러나 직접 만들 수 있는 매니아들이 전 세계적
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함께 소량으로 직접 제작해
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제작사는 커뮤니티에 비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일관적인 생산품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를 한다.
또한 이렇게 공개된 설계도를 통해 더 나은 품질의 앰프로 향상시키기 위한 작
69

2014년 5월 현재, JDSLABS라는 곳(http://www.jdslabs.com/)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
으며, 국내에서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량이 맞춤 생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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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력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한다. 더 고급 소재를 사용하거나, 외부의 노이즈
를 줄일 수 있는 부가회로를 덧붙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자신만의 기술을 덧붙
여 기존의 하드웨어를 더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Object2라는 헤드폰 앰프의 사례는 전형적인 소셜 이노베이션의 방법론을 따
른다. 어떤 전문가 개인으로부터 아이디어가 공개되었고, 그는 소스를 모두 공
개했다. 여기서 크라우드소싱이 제작과 개발의 형태의 이루어진다. 누가 약간의
향상을 이룬 것을 공개하고, 누가 어떤 방법을 했을 때 실패했는지가 커뮤니티
에 공개된다. 그 결과 이 헤드폰 앰프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이를 제작하는
매니아들은 다양한 변종들을 생산하고 있다. 게다가 전문 생산업체까지 등장했
으니 자체적인 생태계 구성까지 이뤄냈다.
오디오 장비 분야와 함께 컴퓨팅 분야도 오랜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미 1970년대 미국에서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라는 것이 존재했었
다(홍성욱 2001).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나름대로 컴퓨터라는 장비를 조립하
기도 하고 새로운 용도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당시에 컴퓨터는 매우
고가의 장비였기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컴퓨터 장비가 매우 저렴해진 시대에서는 누구나 쉽게 컴퓨
터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개인이나 커뮤니티가
만든 여러 작은 컴퓨터 장비들이 등장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것은
단연 아두이노(Arduino)라고 불리는 소형 컴퓨팅 기기이다. 아두이노는 2005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다. 이들의 목표는 100달러 미만의 소형 컨트
롤러 장비를 만드는 것이었다. 과거 100달러 미만의 장비는 대단히 초라한 성
능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100달러 밑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고급 소재들이 여
럿 등장했기에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은 초기에 목표
했던 100달러보다 더 낮은 30달러에도 생산할 수 있고, 아두이노를 따라한 복
제 제품은 심지어 9달러에도 생산이 가능하다.
아두이노도 역시 사용한 부품과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다. 사용
자는 완제품을 구입할 수도, 부품만 사서 직접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이들
은 아두이노 완성품을 이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다. 아두이노
는 단순이 하드웨어와 도면만 공개한 것이 아니다. 아두이노에서 작동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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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도구도 발표했다. 이 도구를 이용해면 아두이노
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아두이
노를 통해 구현해 낼 수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이용해서 무선 조정 장난감을 만들 수도 있고, 홈 오토메이
션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센서나 카메라와 결합하여 감시장치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모두 사용자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와 제작능력에 달려 있다.
아두이노가 이렇게 높은 확장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
이 만든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더 나은 후속 아이디어들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컨트롤러 장비가 필요한 기업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더 쉽게 자신들 고유의
제품과 결합하여 더 나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 나아가 아두이노를 이용한
새로운 작품을 서로 공개하고 경연하는 대회까지 열리기도 한다(류한석 2013).
아두이노 역시 전형적인 소셜 이노베이션의 방법을 따른 제품이다. 아이디어
는 모두 공개, 공유 되었고, 이것을 제작하고 향상시키는 노력은 크라우드소싱
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단히 수준 높은 강력한 자체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아두이노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들 그 자체만으로도 큰
생태계인데, 아두이노 하드웨어의 향상된 버전들, 그리고 아두이노를 다른 하드
웨어와 결합한 다른 제품들까지 아두이노는 확장성이 큰 생태계 구성에 성공했
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와 달리 크라우드소싱이 제한적이다. 소프트
웨어는 지리적 한계에 상관없이 동시적인 공동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물리적
인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은 그것이 쉽지 않다.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려면 그 물건을 물리적 세계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
야 한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전송만 하면 다른 사람도 바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하드웨어는 크라우드소싱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더 필요
하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일 뿐 크라우드소싱이 불가능한 것은 아
니다. 동시적으로 공동작업을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작업결과에 대한 소스를 모
두 공개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하여 개선하는 과정
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시간이 더 걸리는 크라우드소싱이다.
또한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우선 해당 하드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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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운영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해당 하드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하드웨어 제작을 위한 설계 역시 대중
에 공개되어서 누구나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설계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도구
역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야 한
다(Seaman 1998).
이런 기준들은 무엇을 “오픈”해야 하는가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이것을
“오픈”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이 바로 소셜 이노베이션의 결과물이다. 오픈소
스 하드웨어는 새로운 집단적인 창조를 위한 크라우드소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이용한 생태계의 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창출하여 해당 기술의 영속
성을 도모한다.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기존의 기업들의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급진적 혁신이 파괴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은 오
픈소스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경쟁을 통해 패
자가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승자는 모든 이익
을 자신들이 독점할 뿐 더 이상의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독점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기존
의 기업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게다가 그 자
체로 새로운 기술혁신의 출발점이 되니 더 나은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오
히려 자극한다.
오픈소스 영화
오픈소스는 문화산업에도 적용된다. 사실 문화와 미디어는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동작업을 통해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을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라우드소싱과 오픈소스로서 활용도가 무척 높다.
오픈소스 영화란 해당 영화가 오픈소스로 공개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오
픈소스로 공개되었다는 것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소셜 이노
베이션에서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과정의 핵심은 크라우드소싱과 재창조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분기라고 부르는 것을 영화에도 도입할 수 있다. 오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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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영화의 핵심적인 특징은 영화의 모든 부분이 재편집되거나 혹은 다른 작품
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단순히 관람하는 수준이 아니
라 그 영화를 이용해 다른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최종 결과물이 새로운
창작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분명 소셜 이노베이션의 특징을 갖고 있다. 게다
가 영화란 작품은 기본적으로 공동 창작의 성격이 강하다. 처음부터 크라우드
소싱의 가능성이 높은 영화의 특징에 기존의 작품을 재활용할 수 있고, 이런
영화들이 매우 많이 생산되면 그것들을 이용한 새로운 오픈소스 영화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오픈소스 영화는 그 숫자가 아직 많지가 않다. 영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술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정 수준의 상업적 성공이 중요한
데, 오픈소스 영화는 아직까지 이런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다른 소셜 이노베이션의 결과물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임계 규
모를 넘어서게 되면, 재창조에 이용될 재료가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가 되
어야 오픈소스 영화가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70.
오픈소스 영화가 아이디어 및 제작 과정에서 크라우드소싱을 개입하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방법을 따르고는 있지만, 이를 재생산할 수 있는 자체적인 생태
계가 구성되지는 못했기에 아직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일정 정도 규
모가 쌓이면 영화제작을 위한 교육용 목적을 위해 충분히 쓰일 수 있고, 그 과
정에서 더 많은 오픈소스 영화가 생산된다면 생태계의 활성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오픈소스 연구
오픈소스라는 개념이 컴퓨터 산업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널리 퍼지기 시작했
을 때, 가장 오래된 오픈소스는 과학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자연과학자는 자
신의 발견을 논문으로 정리해서 저널에 투고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누구나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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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오픈소스 영화의 목록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open_content_films) 2014년 5월 현재 대략 30편 남짓
의 영화가 등록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기존 영화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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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이를 활용해 다음 연구를 할 수 있다. 과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과정과 비슷한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의 자연과학은 논문보다 특허가 더 중요해지고, 과학자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기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들이 연구를 후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이런 경향이 가장 큰 분야는 단연 생명공
학이다. 생명공학은 연구와 제품개발에 큰 비용이 필요하고, 이를 온전히 수행
할 수 있는 곳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뿐이다. 따라서 이들이 주도하는 연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분야는
연구비가 투자되지도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론 중 하나가 바로 오픈소스 생물학
이다. 오픈소스 생물학이 추구하는 바는 이런 것이다. 유전자나 줄기세포 연구
자들은 자신들이 연구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세포와 유전체에 대해 특허를 걸
어두는 경우가 많다71. 하지만 이에 대해 특허를 걸어두는 것은 그것을 통해 경
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보다는 이를 이용한 연구를 자신만이 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따라서 이런 행위들은 동료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과학이 역사적으로 수행해왔던 활동방식의 목
적과는 배치되는 셈이다. 오픈소스 생물학은 이런 경향에 반대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연구의 과정 및 결과물을 공개하는 오픈소스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추구하는 BiOS(Biological Innovation for Open Society)라는 곳이
있다. 이들은 “Open Source, Open Science, Open Society”라는 구호를 표방하며 생
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72. 이들이 추구하는 방법론은 분석적인 협업과 오픈
액세스와 같은 후속 연구를 위한 라이선스 정책 등이다. 그들은 생물학적 정보
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Cohn 2005). 이들은 특허를 통한 지식의 독점이 많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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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황우석 사건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황우석의 연구는 결국
조작으로 판명되었고, 그가 등록한 유전자 특허는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처럼 연구
중에 나온 결과물에 특허를 걸어두는 일은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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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ios.net/daisy/bios/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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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고 있다고 강조한다.
오픈소스 생물학이 갖는 큰 장점 중 하나는 거래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Nolan-Stevaux 2006). 생명공학은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다. 실험과 연구
에 사용한 샘플이 중요하고, 연구자의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황우석이 자신의
연구에서 젓가락기술을 강조한 것도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기술의 숙련이 연구
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암묵지 혹은 고착성이 높
은 지식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정보를 다른 곳에서 가져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
글로 씌여진 논문만으로는 쉽게 전달할 수 없는 정보들이다. 그러나 오픈소스
생물학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형편이 낫다. 만약 해당 기술과 지식을 거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실험 샘플에 특허까지 걸려 있다면 그것을 이용한 후속
연구는 오직 그것을 보유한 곳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가 오픈소스로
일반에 공개된다면, 누구나 그 정보를 이용해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고, 서로
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고착성이 높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
을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크라우드소싱에 해당한다.
실제 제이 브래드너(Jay Bradner)라는 암 연구자는 자신과 연구팀은 다발성
골수종 치료를 위한 새로운 실험적인 약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그 물질의 성분일 뿐 그것을 약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자신이 얻은 연구결과가 자기 혼자의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의 결과였음
을 인식을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Bradner 2011). 이 물질을 이용한 신약개
발 연구를 원하는 모든 연구소와 기업은 그에게 연락하여 이 물질의 샘플을 얻
을 수 있고, 함께 연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신약연구에 적용하게 되면 이
연구에 대한 크라우드소싱이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
하는 연구보다 더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게다가 그렇게
얻어진 결과물은 어느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기법들 정도는 충분히 하나의 기업이
특허로 얻을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공표된 물질을 이용한 것이기에 약을 생
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여전히 공개된 것이기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가장 유명한 정보는 인간게놈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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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이다. 인간게놈 프로젝트는 수많은 과학자와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거대한
연구 프로젝트였고, 그 결과 인간 유전자 정보의 전모가 밝혀졌다. 이렇게 얻어
진 귀중한 정보인 인간의 유전정보는 모두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다. 이 정보
를 활용하는 후속연구는 누구나 수행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인간게놈 프로젝트 자체가 거대한 크라우드소싱으로 수행된 소셜 이
노베이션인 셈이다.
과학은 원래부터 오픈소스의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 유독 생명공학에서 이런
흐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생명공학이 그만큼 자본의 침투가 강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한 것도 부인하긴 어렵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지식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크라우드소싱에 의한 것이며,
이를 위한 기술적 기반이 더 발전한 현대에 있어서 그런 속성을 보다 더 명확
하게 구현되었을 뿐이다. 다만 생명공학이 현대 과학의 발전을 주도하고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는 점이 더 큰 크라우드소싱을 자극하고 더 거대한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만약 어떤 과학의 분야에서
크라우드소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셜 이노베이션의 경향이 제대로 드
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여자의 충분한 크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생산의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는 임계 규모의 확보는 성공
적인 소셜 이노베이션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지금까지 오픈소스 하드웨어, 오픈소스 영화, 오픈소스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것은 모두 오픈소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직
접적이고 일차적인 확장의 사례이다. 하지만 오픈소스라는 현상을 통한 소셜
이노베이션은 이보다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기본적으로
기술혁신의 방법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회현상이 오픈소스와 크라우드
소싱에 기반하여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의 결과물이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형적인 소셜 이노베이션의 사례로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동원할 수 있는 기술적 자원들과 정보들이 충분히 풍부한
사회라면 소셜 이노베이션의 사례는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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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현상으로서 소셜 이노베이션
2005년 정보기술 업계의 거물 중 한 명인 팀 오라일리(Tim O’Reilly)는 웹
2.0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O’R ill

5 . 그에 따

르면 인터넷은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되었으며, 이 플랫폼 위에서
사용자는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고, 유통하고, 덧붙이고, 공유하
고, 꼬리표(Tag)를 붙임으로써 직접 현실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고, 그에 따라
네티즌은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집단지성

i

i

1997)의 지위로 상승하고, 이들의 활동 결과는 그 자체로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현상이기에 과
거와 구분을 짓기 위해 웹 2.0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웹 2.0이라는 명칭은 국내에서도 널리 회자되어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사
실 단절을 강조하기 위한 2.0이라는 명칭은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수사에 불과
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웹이라는 것이 탄생했을 때부터 지향했던 것이 자유로
운 참여였기 때문이다(Berners-Lee & Fischetti 2008; Hafner & Lyon 1996). 누구나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자유로운 네트워크의 구성이 바로 인터
넷이 지향했던 최종 목표였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확산
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렸고, 그 와중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A. Smith
2012) 인터넷 경제에 대한 일시적인 실망감이 퍼지게 되었을 뿐이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인터넷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꾸준한 증가였고, 그것이 일정한 임
계 수준을 넘게 되자 드디어 애초에 인터넷이 기대했던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을 극적으로 묘사하게 되면 이전과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단절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이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
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관된 목표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는 단절에 대한 강조
는 오히려 큰 그림을 놓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것이 단절적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기술적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할수록 더 큰 이익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졌고, 내가 가진 것을 공유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모두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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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모두 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단 하나의 정보는 힘이 크
지 않지만, 그것이 모이면 의미가 달라진다. 자신이 본 영화에 평점을 내리고,
자신이 이용한 식당에 별점을 매긴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축적되면 그것은
이제 귀중한 정보로 탈바꿈한다. 집단지성이 등장하는 순간이다. 자신의 경험을
타인들과 공유하는 것, 그 사람이 외부에 공개한 것을 자신만이 알고 있고 자
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다. 즉 그 정보는 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소스”인
셈이다. 이렇게 공유된 소스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혹은 카카오
톡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웍스나 소셜 미디어이다(송인혁 et al. 2010; Qualman
2012). 이런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의 참여 그 자체가 비즈니스의 핵심이 된다.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하고, 그 안에서 공유하고, 생산하고, 유통할수록 사용자
와 기업이 모두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기업을 사용자가 더 많은 생산
과 더 많은 공유를 위한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더 편하게 생산과
유통을 함으로써 모두가 상생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창발
하는 순환구조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이 현상을 가능하게 했던
플랫폼으로서의 웹이 갖는 한계에 대한 것이다. 웹 2.0이라고 부르는 어떤 새
로운 사회기술적 조건이 등장하긴 했지만 그것이 오직 웹의 세계에서만 작동하
는 규칙일 뿐, 그 밖의 현실세계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그 조건은 불완
전하거나 아니면 그 현상 자체가 허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웹 2.0이라는 현상
은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만 벌어지는 작은 일일 뿐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
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산업이 오히려 웹으로 끌려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웹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 점차 진짜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플랫폼으로 웹에서만 가능했던 사회기술적 조건이 이제 전 사회로 함께
확장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셜 이노베이션을 위한 기반이
더욱 튼튼해 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웹이라는 것이 갖는 영향
력의 크기이다. 그 규모가 충분히 거대하다고 인정한다면, 새로운 사회기술적
조건은 이제 웹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조건으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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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웹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현상이 기존에 있던 개방형 혁신의 딜레마를 제거
해 버렸다. 이제 내가 공유하고 공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손해로 되돌아
오지 않게 된 사회기술적 조건이 확보된 것이다. 이렇게 위험이 제거되면 혁신
을 주도하는 주체는 더 자유롭게 자신의 “소스”를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
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확장된다.
정보의 공유와 일반화된 크라우드소싱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것은 일반적인 속성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
언가 제약을 가해야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정보는 자연스럽게 퍼지게
된다.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은 누군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다. 한 사람이
주변 몇 명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주변 몇 명에게
전달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보의 확산은 순식간에 달성된다. 그
러므로 정보가 확산되는 것 그 자체도 일종의 크라우드소싱의 결과물이다.
퍼져나가고 있는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고 영향력이 무척 큰 정보라면 큰 문
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위키리크스(Wikileaks)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Rosenbach & Stark 2012). 위키리크스는 2006년에 개설된 여러 나라의 비빌 문
서를 모아두는 사이트이다. 이것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줄리언 어산지(Julian
Assange)이다. 위키리크스는 익명의 제보자들이 직접 자신이 보유한 비밀자료
를 위키리크스로 전송하면, 제보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삭제하여 제
보자들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한다. 위키리크스가 한 활동은 자료를 수
집해서 공개한 것이 전부이다. 다만 그것이 민감한 국가기밀이라는 점이 이전
과 다른 것이다.
과거라면 절대로 공개될 수 없었던 정보들이 위키리크스라는 도구를 통해 공
개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위키리크스를 지원하는 자
금줄이 모두 막히면서 위키리크스는 사실 상 활동이 종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이 공개한 자료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을 활용한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는 매우 방대하여 다 읽어보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몇 명의 네티즌들이 모여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만 선별하여 한글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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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73 .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부의 사람들이 크라우드
소싱의 방법으로 번역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의 한글로 번역하는 문서들
은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미국의 판단을 담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정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들의
활동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번역이라는 단순한 수준의 크라우드소싱만으로도 영향력 있는 정치적 활동
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공유경제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방식을 경제적 활동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등
장하고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저렴한 비용으로 일시적으로 공유함으로
써 양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하는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공유경제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에어비앤비(AirBnB)이
다. 이곳은 자신이 가진 집 전체나 일부를 공유하는 사람과 그것을 빌리는 사
람을 중개해주는 숙박 중계 서비스업이다. 자기 집에서 남는 방 하나 혹은 일
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집을 원하는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
어 수익을 얻는 방법이다. 원래부터 경제적 이득의 추구가 불가능했던 아이템
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숙박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어어비앤비는 2014
년 현재 100억 달러의 시장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Spector et al. 2014).
공유경제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이다. 자동차를 구
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택시처럼 시간단위로 빌려서 사용하고 반납하거나,
혹은 자신이 자주 다니는 길을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일종의 카풀을 확장된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방식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서도 운영 중에 있고, 쏘카74, 티클75 같은 기업이 운영 중이다.

73

이 사이트의 주소는 이곳(http://wikileaks-kr.org/dokuwiki/)이다.

74

웹사이트는 이곳(http://www.socar.kr/)이다.

75

웹사이트는 이곳(http://www.tikle.c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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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유경제는 물리적인 어떤 소스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과
거처럼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물건을 소유하면 자신이 모든 통제권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실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편리하지만, 문제는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이고, 그때마다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유가 아니라 일시적 사용의 관점으로 전환하면
더 적은 물질과 에너지로 사회전체에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이고 적게 사용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 크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여러 문제점도 있는데, 중개하는 기술의 발전은 매우 빠
르지만, 이것을 규제하고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조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및
법률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호텔업계가 큰
갈등관계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
으로 해결이 쉽지 않는 갈등이다. 왜냐하면 공유경제로서 에어비앤비는 파괴적
속성을 가진 혁신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는 공개하고 크라우드소싱하고 생태계를 만드는 전형적인 소셜 이노
베이션과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물리적은 소스를 공개하고, 그 정보
를 유통하고, 순환하는 구조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생태계의
논리와 유사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신이 만든 것을 사회 전체에 기부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형태이다. 만약 그것을 사용하는데 약간의 비
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공유경제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경제
적 활동이 개입된 정도에 따른 차이점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작동하
는 원리는 소셜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현대 사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다만 그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이념형으로 여겨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거
쳐서 왔을 뿐이다. 공개하고 공유하고 다 함께 참여하는 거대한 규모의 크라우
드소싱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진 사회에서 기존의 몇몇 산업은 대단히 큰 위기에
놓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급진적 혁신의 파괴적 속성을 감안한다면 이는 어
쩔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가져올
기회에 더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회는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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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
칠 것이다.

4. 소셜 이노베이션과 신뢰
소셜 이노베이션의 기본적인 출발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공개된 정보를 활
용하는 것임은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이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사회적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이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절대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
을 것임은 당연하다. 사회에 불신이 만연하면 정보의 공개를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보도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이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
이다. 만약 공개된 모든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그
것은 자신이 직접 모든 정보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은 소셜 이노베이션을 위한 중요한 조
건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정보기술 중에서 상호 신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술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드(grid) 기술이다. 그리드 기술이란
용량이 매우 큰 자료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송해야 할 경우, 하나의
서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끼리 자신이 다운로
드 받은 자료의 일부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주로
어떤 영상을 생중계할 때 많이 사용된다. 사용자는 해당 서버에 접속하여 자료
를 다운로드 받지만 동시에 그 자료를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해주는 방식이 된
다. 서비스 공급자는 사용자의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효율성
이 좋은 기술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자의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는 사용자가 접근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 이렇게 얻은 권한을 통해 사용자의
컴퓨터의 자원을 필요에 따라 임의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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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심각한 신뢰문제가 나타난다.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방식으
로 얼만큼 내 컴퓨터 자원을 쓰는지 잘 알기 어렵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제공
자는 별 다른 기술적 투자 없이 사용자의 자원만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공급자는 사실 상 사용자들을 속이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이 오면 사용자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요구하는 그리드 서비
스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그리드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양자 사
이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는 현실에서 비교적 자주 벌어지는 일 중 하나다. 그 중 비교적 최근
에 있었던 일은 네이버가 웹툰을 더 빨리 보기 위한 서비스로 “스피드뷰”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이는 일종의 그리드 서비스였다. 이것이 일부 사용자의
반발을 사자 곧바로 이 서비스를 중지해 버렸다 76 . 사실 그리드 서비스는 중요
하고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좋은 기술이다.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네이버가 스피드뷰라는 기능을 제공할 때 사용자의 자원을 사용한다는 부
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에 사용자는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신뢰는 깨지게 된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
게 되면 소셜 이노베이션의 첫 단계인 공개와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
국 소셜 이노베이션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신뢰가 약해지면 서로에 대해 강한 호혜적 관계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문화
가 크게 자리잡은 곳은 정보공유 사이트들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정보공유
도구는 토런트(Torrent)라는 기술이다. 이것은 내가 갖고 싶은 정보를 보유한 사
람들로부터 조금씩 동시에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내가 보유한 정보
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정보를 받기만 하고 남에게 주지 않는 이기적인 무임승차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다. 이런 공유 네트워크에서 무임승차자만 존재한다면 공유 네트워크를 자연스
럽게 붕괴한다. 이를 막기 위한 개별적인 노력은 먼저 공유한 만큼 받을 수 있
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고 싶다면 나는 다른 사람
이 원하는 정보를 먼저 주어야만 한다. 토런트 공유문화에는 이런 극단적인 호
76

이 내용은 네이버의 공지사항
(http://comic.naver.com/notice.nhn?docId=100000000000297438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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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을 기술적으로 강제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 만약 구성원 모두가 대체로 적
절한 수준의 신뢰가 암묵적으로 합의되어 있고, 무임승차자가 예외적인 수준으
로 낮다면 이런 극단적인 호혜성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공유 네트워크를 저절로
작동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신뢰의 수준이다.
그럼 이제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자.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사회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자. 사람들은
자신의 소스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고, 무언가를
개선하고, 그 정보를 또 공유하고, 함께 작업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
동이 반복되면 그 활동이 이루어진 만큼 신뢰의 수준은 높아진다. 한번 형성된
신뢰는 그것이 깨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서서히 성장하게 된다. 충분히 쌓은
신뢰의 수준은 더 나은 소셜 이노베이션을 유도하는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소싱이라고 불리는 협업은 잘 모르는 사람과 함께 같은 목표를 추구
하는 활동이다. 이런 협업의 경험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사교의 장이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다른 사회적 관계로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광범위한 협
업의 경험은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이루어진다. 지리적으로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쪽에 사는 사람과의 협업도 어렵지 않다.
꼭 무언가를 함께 만들지 않아도 된다.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공동의 미션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신뢰를
높여주고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과 수준을 높여주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를 조직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7년 12월 태안반도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이 사고는 전국적
인 자원봉사 활동의 열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지 77일만에 백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했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77.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
는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이 공
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로 처음 본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 함께 일을 하
고 같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그 사람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신뢰는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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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08년 2월 21일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8022121250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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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사회 전체의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소셜 이노베이션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
동한다.

2절

소셜 이노베이션과 기업의 전략

소셜 이노베이션이 확장하는 것을 다루는 데에는 기업의 내용도 중요하다.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러한데, 우선 기업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결과물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급진적 혁신의 파괴적 속성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경향을 기업이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소셜 이노베이션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분야는 단연 정보통신 산업이
기 때문에 이 분야의 거대 기업들이 소셜 이노베이션을 활용하는 수준이나 방
법을 거시적 차원에서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런 비교는 어떤 기업이 소
셜 이노베이션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장려하는 사회적 흐름을 잘 이해하고 활
용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이런 거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지를 판별해 봄
으로써 그 기업의 장기적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정보통신 산업분야에서 절대 강자인 세 기업, 구글, 애플, 삼성전자의
최근 행보를 소셜 이노베이션과 관련하여 간단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
은 이 세 기업의 전략을 다차원적으로 심도 있게 비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소셜 이노베이션이 기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 세 기업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소셜 이노베이션과 기업과의 관계
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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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성과 열린 리더십의 차원
4장에서 다루었던 소셜 이노베이션의 핵심요건을 이 세 기업들에게 적용해
보자. 그 중에서 처음으로 따져볼 것은 전문성과 리더십의 차원에서 이 세 기
업을 비교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리더십이 소셜 이노베이션의 성공을 위해 왜
중요한지는 앞서 설명하였다. 특히 아이디어 발견의 관점과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각각 높은 전문성과 열린 리더십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구글
구글은 1996년에 시작한 검색전문 업체이다. 등장한지 오래되지 않아 곧바로
검색시장을 석권한 절대 강자이다. 또한 안드로이드를 크게 성공시켜 스마트폰
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영역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영
역까지 발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내는 수익의 절대적인 양이 검색을
통한 광고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기타
모토롤라 9%
8%
구글
네트워크
웹사이트
21%

구글 검색
웹사이트
62%

<그림 5-1> 구글의 2013년 매출 구조 (Bot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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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구글의 2013년 2분기의 매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구글의 수
익구조는 대단히 단순했다. 그러나 그 2년 전인 2011년의 구글 매출은 96%가
검색을 통한 것이었다(Bott 2012). 그것이 2년만에 62%의 비중으로 줄었으니 매
출 다각화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검색은 제외한 다른 구글의 사이트를
통해 21%를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튜브와 플레이마켓과 같
은 곳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가 9%이다. 모토로라는 2014년 2월에 레노
보에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룰 이유가 없다.
구글의 매출 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구글이 가장 잘 하는 분야는 단
연 검색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비중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마트폰으
로 대표되는 안드로이드가 매우 거대해 보이지만 정작 플레이마켓을 통한 수익
은 그다지 크기 않고 오히려 스마트폰이 검색광고 매출을 더욱 높여주었을 가
능성도 있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에서 애초에 지향하고 있는 기술의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을 위해 다른 것을 동원해야지 주
변에 휘둘려서 처음의 의도를 바꾸는 것을 소셜 이노베이션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 구글은 검색 전문가이다. 검색은 데이터를 정렬하고 패턴을 잡아내는 작
업이다. 구글은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광고 영역을 점차 넓혔다. 구
글의 핵심은 여전히 광고에 있다. 구글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이
야기한 기술의 중심을 잘 지켜왔기 때문이다.
위 그림에서 검색 광고가 96%에서 62%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글의 다른 사이트들에서 벌어들이는 21%라는 매출 역시 대부분 광고이다.
구글 네트워크 웹사이트라는 것은 지메일, 유튜브, 블로거, 구글어스, 구글맵
등 대부분 광고를 팔 수 있는 사이트들이다. 이런 사이트들을 통한 광고매출이
증가했음은 결국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
로 구글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을 확장해 나가는 소
셜 이노베이션의 첫 번째 단계를 잘 준수하고 있다.
이제 두 번째 차원인 열린 리더십을 살펴보자. 구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을 선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다. 가장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안드
로이드를 이끌어 나가는 구글이다. 구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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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도하면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덕분에 물량으로 안드로이드가 애플을 앞지를 수 있었다. 구
글은 주로 아시아에 있는 스마트폰 생산 업체들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HTC,
삼성, 엘지, Asus 등과 함께 넥서스 시리즈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기
술이전과 경험축적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측면에서 구글은 경험이 적
은 후발주자들을 이끌어가고, 생산부분에서 최강자인 삼성과 수 차례 공동작업
을 진행함으로써 우호적 네트워크를 유지 발전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유연하고 열린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왔다.
구글은 구글 서비스라고 불리는 비공개 API를 통해 안드로이드의 핵심기능을
증가시켜왔다. 구글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이중의 전략이 있는데, 첫째 명목상
으로 안드로이드는 파편화가 매우 심하다. 이런 파편화는 사용자 경험을 통일
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구글은 해당 스마트폰을 제조한 기업
에게 업데이트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파편화에 대처할 방법이 전무하였
다. 이에 구글이 택한 전략은 안드로이드의 핵심적인 기능을 공개되지 않는 구
글의 핵심 API로 집중시켰다. 그리고 이 API를 강제로 업데이트하면 심각한
보안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구글이 안드로이
드에 대한 통제력 자체를 높여주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파편화를 막기 위해 시도한 정책은 제조사에 강제
적인 업데이트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구글은 제조사에게 최신의 안드로이드만
쓸 것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분명 보안성을 높이고 파편화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하드웨어에 새로운 버전의 운영체제
를 도입하면 테스트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각종 최적화 및 회사 고유의 개
성을 적용하는 데에만도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구글이 파편화를 줄이려는
시도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안드로이드를 고려하는 리더답지 못한 모습이다. 따
라서 안드로이드에서 구글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반쪽 짜리에 불과한 것으
로 지금은 리더십이 무너지지 않고 있지만,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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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안이 등장하는 구글을 떠나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유지
되고 있는 구글의 우호적 네트워크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은 삼성과 엘지 및 중국의 신생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탈 안드로
이드 시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할
수록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로서 안드로이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왜냐
하면 소셜 이노베이션은 공개하고 공유해서 참여의 문턱을 낮춰야 성공할 수
있는데 구글이 이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 삼성은 타이젠
을 직접 만들고 있고, 엘지는 웹OS를 인수했으며, 중국의 몇몇 신생 업체들은
우분투 터치나 파이어폭스 OS를 시험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 이들 제조업들
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실제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구글에 신호를 보내기
목적이 더욱 크다고 하겠지만, 새로운 운영체제의 등장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안드로이드 동맹 네트워크는 불안한 동거 수준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의 미래가 이전처럼 좋아질지 아니면 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질지는 전적으로 구글의 리더십이 달려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이 다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
구글은 여유 있는 부자가 크게 배푸는 듯한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잠재적인 개발자 집단을 지원해주는 측면이 그러한데, 구글은 구글코드라
는 서비스를 통해서 통합적인 협업도구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누
구나 쉽게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Dart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
래밍 언어도 직접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것
도 있다. 구글 어스와 지도 같은 것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것
을 공개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먼 장래를 생각하는 영역
에서 구글은 대단히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끌고 있다.
애플
애플은 기업보다도 스티브 잡스라는 상징이 더욱 기억될 만큼 잡스의 영향력
이 절대적이다. 잡스가 창업한 애플은 큰 위기를 겪다가 결국 잡스가 되돌아오
면서 극적으로 살려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업의 만들었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애플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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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원래 컴퓨터를 만들던 기업이다. 즉 구글과는 달리 하드웨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었다. 스티브 잡스의 복귀 이후, 애플은 아이폰, 아이팟, 아이
패드 등을 크게 성공시킨 후 매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애플의 수익 대부
분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로부터 나오고 있다. 아이팟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아이튠스가 장악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유통도 생각만큼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악세서리

아이팟
2%

3%
아이튠스 +
소프트웨어

9%

맥
13%
아이폰
55%
아이패드
18%

<그림 5-2> 애플의 2013년 매출 구조 (Bott 2014)
애플이 가장 잘 하는 것은 단연 새로운 혁신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애플의 능력이었는지 스티브 잡스의 능력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렵
다는 점이다. 게다가 애플은 생산을 모두 외부에 위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
로지 기획 및 디자인과 설계 능력만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데 스티
브 잡스가 없는 애플에서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결정적
으로 스마트폰은 곧 포화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남은 곳은 신생시장인데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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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애플의 제품이 충분한 구매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심
스럽다.
애플이 전문성은 디자인 능력과 참신한 기획 및 설계이다. 그런데 애플은 이
분야에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작업해왔다. 극소수의 사람
들만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전통처럼 된 애플에
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크라우드소싱을 추진하는 소셜 이노베이션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애플의 리더십은 독단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애플은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리더십을 확인할 기회조차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애플의 리더십 스타일을 알아볼 수 있었던 사례가 하
나 있었다.
애플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적극적인 기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다. 애플은 웹킷이라 불리는 웹 레이아웃 엔진을 오픈소
스 프로젝트로 운영하고 있다. 웹킷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웹킷이
최근 웹킷2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던 애플이 갑자기
큰 정책변경을 발표했다. 그것은 크라우드소싱으로 참여한 개발자들이 만든 소
스코드를 리뷰해서 적용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명단을 새롭게 발표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애플 직원으로만 구성되었다 78 . 그러니 웹킷2을 어떤 식으로 만
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애플 직원 외에는 아무도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정책은 사실 상 다른 기여자들을 쫒아내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
많은 공을 들였던 다른 기업들도 새로운 레이아웃 엔진으로 변경할 것이 예상
된다. 애플의 이런 자세는 처음부터 다른 이들과 함께 소셜 이노베이션을 진행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애플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애플이 자랑하는 독
자적인 운영체제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유닉스로부터 나온 것이다.
물론 오래 전 일이라서 지금 맥OS는 유닉스와 내부가 크게 다를 것으로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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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이곳에 공지되었다. (https://lists.webkit.org/pipermail/webkit-dev/2013January/023255.html) 또한 리뷰권한을 가진 사람들 명단은 이곳에 공지되었다.
(https://trac.webkit.org/browser/trunk/Source/WebKit2/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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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애플은 오픈소스를 자신들의 시드테크로 삼고서는 그로부터 만들어진
자신들의 결과물은 철저하게 보호했다. 웹킷도 마찬가지이다. 웹킷도 원래는
KHTML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재료로 하여
웹킷을 만들었지만 지금부터는 오직 자신만 독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선
언한 것이다. 공공의 기여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자신은 기여하지 않는 반호
혜적 태도는 애초부터 소셜 이노베이션과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겠다는 전략이
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애플을 소셜 이노베이션이 반하는 기업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자체적인 생태계
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애플을 자사의 스마트폰 앱을 생산할 수 있는 전문가
개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파격적인 수익배분을 약
속했다. 그 결과 애플은 안드로이드에 비해 양적으로 밀리면서도 수익에서는
앞서는 견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
게다가 애플은 아이튠스 스토어를 통해 음악과 전자책 같은 컨텐츠 유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컨텐츠 생산자와 유통자들을 자신들의 네트워크로 포섭
하는데 성공했다. 애플의 운영체제가 역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된 것
이라 점 역시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애플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특정 영역
에 대단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구글과 달리 소셜 이노베이션에
생산자로서 참여하지 않는다. 애플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독자적인 생태계의 구
성과 그것의 유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것을 위해 소셜 이노베이션의 전
략을 일부 채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다는 점에서 외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셜
이노베이션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내의 평판도 중요하고, 무엇
보다도 자신의 이익과 소셜 이노베이션의 성공을 일치시켜야 한다. 즉 소셜 이
노베이션이 성공하는 것이 나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그
러나 애플은 아직까지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는 못하였고,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는 형세이다. 자신만 이익을 보고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대 사회기술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면 일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전망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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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에
이른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구글과 달리 생산공장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근 실적 중에서 이익을 낸 주요 부분은 모바일 6조 4,300억원,
반도체 1조 8,700억원, 그리고 가전에서 1,900억원이다.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
과 다른 특징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생산공장까지 수직계열화 되어 있
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징이 어떤 경우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비교적 장기
적 비전을 가진 경영진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하
드디스크와 광학미디어 부분 등을 이미 매각하거나 정리한 바 있는데 이는 나
쁘지 않은 시점에 적절한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삼성전자 역사 애플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분야에 이익
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애플과 달리 고객의 충성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단말기 당 부가가치도 애플보다 떨어진다. 이는 중국 기업들
의 추격으로 애플보다 먼저 따라 잡히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열린 리더십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문제는 산업을 이끌어나간 경험이 많이
않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비교적 최근까지 세계 최고를 추격하는 입장이었지,
자신이 정상에 자리에 오른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리더로서 삼성에서 긍정적
인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은 애플과의 지루한 법정 싸움이다. 초기에는 애플의
강력한 압박으로 삼성이 크게 힘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년 간에 걸친 지리한
공방의 결과는 삼성전자가 제법 잘 방어하고 있다는 점이며, 더 이상 손쉬운
먹잇감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렸다는 점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과 겨
룰 수 있는 존재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이런 경험은 삼성전자가 소셜 이노베이
션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자신감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삼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데, 하나는 안드로이드와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
나는 타이젠이다. 먼저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작 기
업으로 독자적인 인터페이스와 테마 및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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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삼
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오픈소스 진영의 라이선스
규칙에 따라 자신들이 기여한 바를 절차에 맞게 공개하고 규칙을 준수하고 있
다79.
삼성전자의 중요한 오픈소스는 타이젠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이젠은
안드로이드에만 모든 것을 걸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시작한 프로
젝트이다. 물론 스마트폰을 너머 더 다양한 모바일 장비를 위한 투자로서도 타
이젠은 중요하다. 그러나 타이젠은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삼성은 이
전에 바다OS를 개발했으니 뚜렷한 성과가 없었고, 바다OS를 타이젠과 통합했
다. 타이젠은 삼성이 글로벌 수준에서 이끌어가는 사실 상 첫 번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이다. 타이젠이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성장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데, 왜냐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신뢰를 상실하면 삼성은 더 이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삼성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활동하는 기
본적인 규칙을 잘 지켰던 착실한 이미지를 갖고는 있지만 자신이 직접 거대 프
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타이젠은 실패할 수
도 있고, 현재 안드로이드의 위상을 고려하면 당분간 성공이라는 말을 붙이기
도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삼성이 이전에 바다OS 포기하듯이 타
이젠을 포기하거나, 사실 상 방치하면 선도하는 리더로서의 위상이 흔들림은
당연하고 다른 거대한 오픈소스 개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결정과정에 영향력
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삼성이 미래는 소셜 이노베이션 전략을 잘 진행하는 것에 달려 있는데,
지금까지 삼성은 좋은 성과를 낸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큰 실패를 가져온 적
도 없다. 따라서 타이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문제는 삼성전자의
향후 소셜 이노베이션의 방향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타이젠이 시장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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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자신들이 기여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http://opensource.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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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성공은 경쟁적인 시장환경에서의 성공과 일치할 수도 있
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자원의 동원과 경쟁
소셜 이노베이션의 출발은 이미 공개된 지적 자원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아
이디어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크라우드소싱을 잘 이끌어나가
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그 위에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원해야 할 자원들이 있다. 하나는 아이디어
로서 지적 자원, 다음으로는 크라우드소싱으로서 인력, 마지막으로 생태계에 참
여하는 생산자들이다. 이런 세 가지 차원의 자원을 세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간단하게 비교해보자.
구글
구글은 창의적인 고급인재 영입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riedman 2014). 그리고 그런 인재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소위 20%프로젝트라고 알려진 구글의 문화는 직원
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업무시간의 20%를 투자하여 구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80. 저 20%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직원 재량에 달려있
다. 이런 방식을 통해 구글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직원으로부터 얻어냈다. 이
20%프로젝트의 결과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지메일(Gmail)
서비스와 애드센스(AdSense) 광고 프로그램이다(Mims 2013). 이 둘은 현재 구
글의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은 자신들의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고 동원하는 것
에도 큰 능력을 발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애드센스라는 광고 프로그램
이다. 애드센스는 사용자가 광고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광고를 하고

80

구글의 20%프로젝트와 80%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100&g_serial=22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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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사람들과 광고를 걸어서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을 애드센스가 매개하면
서 구글의 광고 시장을 키우는 방식이다. 적극적으로 방문객을 끌어 모아 더
많은 광고가 팔리도록 하는 사람은 사용자들이다. 그래야 각 사용자의 광고수
익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구글의 수익
은 함께 증가하게 된다. 결국 구글은 더 많은 애드센스 고객을 동원할수록 더
큰 이익을 얻게 되고, 그렇게 동원된 사용자들은 ㄱ구글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글이 사용자의 노력을 착취하고 있
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구글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
템을 구축했으며,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는 사용자 집단과
구글과의 거대한 협업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마지막으로 추가해야 할 것은 구글이 해마다 실시하는 I/O라는 거대 컨퍼런
스이다. 구글 I/O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 국제 컨퍼
런스를 통해 수준 높은 개발자들을 한데 모아 트렌드를 주도하고 새로운 기술
과 비전에 대한 소개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런 거대한 컨퍼
런스는 유능한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발굴하기도
좋고, 이들 간의 교류가 증진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즉석에서 만들어지기
도 한다. 이런 기초적인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구글은 자원 동원에 대한 명분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플
애플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인 맥OS는 BSD를 가져가 고쳐서 만든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애플은 좋은 아이디어를 동원하는 데에는 훌륭한 안목
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애플
은 자신들이 BSD를 개선하면서 얻어진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았고, 기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은 애플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에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더 큰 자원동원을 위한 명분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다.
애플은 크라우드소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아니다. 애플의 가장 위
대한 제품으로 인정받는 아이폰의 경우,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삼엄한 보안
속에서 개발이 이루어졌다. 아이디어부터 개발과정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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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로 부쳐졌고, 모든 정보는 극소수만 공유했다. 그 결과 아이폰이 처음 공개되
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충격을 받았고, 애플과 스
티브 잡스는 신화가 되었다. 애플이 수행한 이 방식은 결코 크라우드소싱이 아
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폐쇄형 기술혁신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거대
한 성공을 거둔 것은 분명 대단한 업적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매
번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다. 한번의 거대한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
법이든 가능하고 오히려 비밀이 유지되는 것이 더 낫기도 하다. 하지만 기업과
기술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성공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오
히려 더 좋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애플의 고집스러운 비밀유지 전략은 장기적
비전을 어둡게 만든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해마다 개최
하고 있다.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Apple Worldwide Deveolpers Conference)라는
행사를 진행하며 역사는 구글보다 훨씬 더 오래된 1983년부터 시작되었다. 아
이폰이 등장하고 스티브 잡스가 널리 알려지면서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는 규
모가 매우 커졌다.
결국 애플은 자원동원의 측면에서 자신의 생태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부
분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픈소스 진영에 대한 애플의 공헌은 그
다지 크지 않다. 리눅스 커널의 생산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목록에 구글과 삼성
모두 상위권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오픈소스에 적대적으로 알려진 오라클마저
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애플은 전혀 그 이름을 찾을 수 없다81. 애플
의 운영체제가 BSD에서 나왔음에도 상황이 이러한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기여
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애플의 크라우드소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글처럼 먼 미래를 생각하는 투자는 구글에 미치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동원의 측면에서 애플의 소셜 이노
베이션 전략은 절반에 그치는 셈이다.

81

앞서 제시한 <표 3-5>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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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의 자원동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드로이드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을 직접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은 모델 하나하나가 중요하
다. 스마트폰은 각 제품의 사후지원이 제품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은 수많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모든 제품에 대한 사후지원을 준비하
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라는 모두에게 공개된 기술로 인해 상당
부분의 업그레이드는 삼성이 직접 할 필요가 없다. 삼성은 새로운 안드로이드
버전에 맞춰 자신들이 차별화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들의 사후지원만 해결하면
비교적 손쉽게 사후지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수고스러움을 덜
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안드로이드라는 공개된 자원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서 자신들이 기여한 바를 적법한 절
차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적절한 라이선스 규칙을 충실하게 지킴으로
써 외부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삼성이 동원하는 자원 중 중요한 것이 바
로 하청 기업의 네트워크이다. 삼성은 세 기업 중 유일하게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거대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한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우호적인 네
트워크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삼성은 지금까지 무난하게
이 작업을 이뤄왔지만, 생산시설을 소유하는 있는 것 자체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애플은 생산시설 네트
워크를 모두 중국으로 돌렸고, 부품 수급을 위한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은 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수직계열화를 완성
시켰고, 생산 공정능력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는 전통적인 기업의 장점이
지만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는 더 이상 큰 장점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술력은 여전히 강력하고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업체 네트
워크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장기적 가치판단이 중요하
다.
삼성 또한 다른 기업들처럼 대규모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3년 처
음으로 열린 삼성개발자 컨퍼런스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
면 삼성은 타이젠과 스마트TV를 위한 자체 생태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오픈
소스 진영에 자체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잘 하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열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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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을 바탕으로 개발자들의 크라우드소싱을 엮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성은 아직까지 글로벌 수준에서 이런 작업을 해
본 적이 없다.
결론적으로 삼성의 자원동원을 중심으로 한 소셜 이노베이션의 능력은 세 개
기업 중에서 가장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은 오픈소스 진영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애플과는 다르
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이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자원동원과 관련해서는 구글이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소셜 이노베이션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애플과 삼성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
다고 볼 수 있다. 애플은 독자적인 생태계 구성에 집중하는 반면, 삼성은 구글
과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둘 중 무엇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양
사의 스타일이 다르고 갖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
이 지난 뒤에 삼성은 구글의 형태에 더 가까이 갈 것이지만 애플의 모습은 예
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삼성은 소셜 이노베이션을 더 잘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애플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소셜 이노베이션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소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3. 생태계의 조성
세 개의 기업 모두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큰 공을 기울이고 있다. 자발적으
로 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자신들의 플랫폼과 기술의 영속성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기업의 생태계 조성하고 유지하는 유형을 간단히 비
교해 보자.
구글이 조성한 자체적인 생태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이다. 이는 전에 언급한 것으로 가장 거대한 규모의 단일 생태계로 발전했다.
아직까지 애플의 앱스토어를 질적인 수준에서는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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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안드로이드와 관련하여 구글의 개발자 생태계 동원은 최고 수준이
라 볼 수 있다.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구글은 자기네들이 직접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다. 리눅스 커널과 안드로이드에 직접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롬과 같
은 대표적인 프로젝트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크롬은 하드웨어와 연
계하여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구글은 오픈소스 진영의 규모를 성
장시켜 자신도 함께 이익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소셜 이노베이션의 전략을 따르
고 있다.
이외에도 구글은 다른 일반적인 분야에서 생태계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구글 코드라고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개인들이 자신의 개발 프로젝트를 등록
하고 함께 크라우드소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무엇
을 만들든 간에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 자유이다. 그러나 이런 자유로운 개발환
경이 충분히 성숙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일부는 분명히 구글이 함께 하거나 활용
할 수 있는 새로운 소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글은 장기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지금부터 만들고 있는 셈이다.
애플 역시 자원을 동원하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iOS의 앱스토어이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안드로이드의 플레이마켓에 대해 질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
으며 가장 충성심 높은 개발자 생태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지적
해야 할 자원동원은 컨텐츠 유통기업과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이다. 자원동원이
란 것은 결국 자신과 우호적인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과정인데, 여
기에는 개인 행위자 못지않게 기업 행위자들도 중요하다. 애플은 아이튠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음악과 책을 유통하는 거대한 망을 확보했다. 이에 애플TV를
이용한 동영상 유통까지 진출하고 있다. 애플은 컨텐츠 유통 시장에서 절대 강
자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디지털 컨텐츠 유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자체 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편이다. 자체적
으로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앱마켓은 구글의 것에 비교하기엔 너무 초라하다.
게다가 스마트TV를 위한 생태계는 이제 조성이 시작 중이고, 타이젠은 실제

280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제품이 등장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생태계 구성에 직접적인
성과물은 전무한 편이다.
결론적으로 생태계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구글의 자체 생태계가 현재
로선 가장 앞서간다고 볼 수 있고, 삼성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애
플의 생태계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시장중심적이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장기적 투자에는 인색하다. 반면 삼성전자는 현재로서는 가장 미흡하지만, 장기
적으로 구글과 같은 방향을 가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전략적 선택
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세 기업을 소셜 이노베이션의 중요 요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비교
했다. 이 비교의 목적은 세 기업의 차이보다는 소셜 이노베이션이 기업 수준에
서 활용되는 방식에 초점이 있다. 기업이 소셜 이노베이션의 모델을 이론 그대
로 가져가는 것을 불가능하다.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유용하게
사용하되 소셜 이노베이션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는 것이 중요하다. 소셜 이
노베이션의 세 가지 기본적인 단계인, 공개된 소스의 적극적 활용, 크라우드소
싱, 그리고 자체 생태계 구성의 노력을 최대한 구현하려는 방향의 전략을 수립
하고 수행하는 수준에서의 차이가 기업 사이의 차이를 낳는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구글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
자의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 이것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새
로운 정보기술들이 더 많이 활용될수록 웹의 이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구글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구글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성공과 자신의 이익이 한
방향을 향하도록 환경을 잘 조성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
정에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애플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소셜 이노베이션을 도구적으
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강력한 앱 생태계를 구성했다는 성과가 있지
만, 애플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에 생산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세 개의 기업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낮다. 단기적으로는 애플이 큰 이익을 얻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수익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영역에서 평판은 생각보다 중요하고, 그것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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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간 내에 변하지 않는다. 애플도 구글처럼 소셜 이노베이션의 성공과 자
신의 이익이 서로 배치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
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흐름에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구글과 애플 중간의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소셜 이노
베이션의 과정에 생산자로서도 참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행자
로서도 참여한다. 그러나 삼성전자에 가장 부족한 것이 거대 프로젝트를 이끌
어 나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이다. 타이젠 프로젝트가 큰 규모에서 수행되고 있
음에도 제대로 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리더로서 삼성전자가 갖
는 위상을 보여준다. 만약 타이젠 프로젝트를 명백한 실패의 징후 없이 지속적
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삼성전자는 소셜 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소셜 이노베이션의 결과물만 재빠르게 활용
하는 2인자 집단에서 뛰어난 존재로만 인식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세 기업은 모두 최고의 기업이다. 그러나 10년 이후의 장기적
관점에서 이 세 개의 미래를 점치기란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가 소
셜 이노베이션이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을 더 잘 하는 기업
이 나중에도 더 좋은 기업을 남을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전략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구글이 가장 소셜 이노베이션에 적극적이고 더 잘
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절

소셜 이노베이션의 이면

소셜 이노베이션의 전략인 공개와 공유, 그리고 크라우드소싱 및 생태계 구
성이 개발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술혁신의 방법으로 인
정했지만, 이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님을 확실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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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자독식
소셜 이노베이션이 갖는 가장 위험한 점은 승자독식 현상이다. 과거 어떤 한
번의 성공적인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플랫폼이 된 기술은 영속성을 얻는다. 다
른 말로 하면, 이는 다른 경쟁 기술이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하나의 성공적인
기술이 모든 것은 차지하게 된다.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이 기술은 더욱
더 강력한 기술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결국에서는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마저 봉쇄될 수도 있다.
리눅스는 가장 범용성이 높은 운영체제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하드웨어가
등장하면 제일 먼저 리눅스가 그 하드웨어를 지원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것을 활용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 리눅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운영체제는 등장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승
자독식 현상이다. 공개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네트워크가 생기고, 이렇
게 한번 생긴 네트워크를 깨뜨리기 어렵다.
이것은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이다. 안드로이드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한
다. 새로운 하드웨어가 개발되면 손쉽게 안드로이드를 적용할 수 있다. 위의 리
눅스 상황과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 새로운 운영체제들이 안드로이드에 도전하
려고 하지만 당분간 어떤 후발주자들도 안드로이드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한번 생성된 플랫폼과 견고하게 구성된 생태계는 후발주자의 역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로 국제적 관계에까지 확대될 수 있
다. 현재 소셜 이노베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곳은 대체로 기술 선진국들
이다. 이들이 성공적인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만든 결과물은 자유롭게 쓸 수 있
다. 그래서 지금 개발을 추진하는 후발주자 국가들은 그 기술을 가져다 쓰는
것이 매우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그럼 그 기술의 플랫폼은 더욱 강력해지
고, 새로운 개발국가도 그 기술 이외의 기술은 사용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워진
다. 이런 방식이 지속되면 개발국가들은 당분간 기존의 선진국을 따라잡기가
어려워지고 영원히 따라만 가는 형국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소셜 이노베이
션은 국가 단위의 계층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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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크라우드소싱은 여러 나라의 똑똑한 인재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가난한 나라들의 우수한 인재들도 이런 방식으로 크라우드소싱에 참여하고 그
결과물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성공에 기여하지만, 그 성공의 혜택은 모든 나라
에 돌아가진 않는다. 가난한 나라의 우수한 인재는 소셜 이노베이션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반대 방향은 쉽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소셜 이노베이션이다. 표준적
인 플랫폼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의 소스는 누구나 쓸 수 있고, 훌륭
한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다면 새로운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적절하고 충분한 자원의 동원, 임계 규모의 확보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하게 유
지할 수 있다면 기회는 열려 있다.
또한 소셜 이노베이션의 프로젝트로서 적정기술이나 가난한 나라들의 위한
프로젝트,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술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준
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소셜 이노베이션이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
하는 방식이다. 결국 소셜 이노베이션이 야기하는 승자독식의 문제는 다른 소
셜 이노베이션의 꾸준한 실행으로 만회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소셜 이노베이션
의 거대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에 해당한다.
소셜 이노베이션이 승자독식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전략적
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 분야에서 유명한 머크
(Merck)사는 세이지(Sage)라는 일종의 오픈소스 의학연구센터를 만들었다. 자신
들이 가진 방대한 자원을 공개할 테니 함께 연구하여 인류에 공헌하자는 취지
이다. 머크의 이런 시도는 무척이나 도덕적이고 정당하다. 그리고 자신이 한 것
처럼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자료가 한데
모이고 더 많은 눈이 그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해답
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이런 상황은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조건
이 된다는 의미이다. 모두가 가진 것은 모두 내려놓고 똑 같은 출발선에 서서
우리 함께 가자고 외치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 아래에서 만약 어떤 결정적인
힌트나 실마리가 발견되었을 때 누가 더 빨리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명확하다 가장 많은 인력과 자원을 보유한 거대기업이 훨씬 더 유리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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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사가 시도하고 있는 오픈소스 전략은 거대 행위자들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
하다. 이것은 다른 소셜 이노베이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소셜 이
노베이션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승자독식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승자가 스스
로 독식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될 여지가 있다.
승자독식의 문제는 플랫폼의 문제로도 바뀔 수 있다. 한번 승자가 된 기술은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플랫폼이 되거나 사회의
기본적인 기술적 인프라로 인식된다. 그러나 만약 이 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미 사회의 전 부분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기술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일시에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
다. 하지만 사고와 피해는 실시간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이버테러와
유사한 거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모두 소셜 이노베이션이 가져오
는 플랫폼의 승자독식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최근 실제로 일어났다. 소위 하트블리드(Heartbleed)라는 이
름으로 알려진 버그로서 OpenSSL 프로그램의 버그였다(Rainie & Duggan 2014).
문제는 이 OpenSSL이 매우 많은 곳에 쓰이는 기본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
는 점이다. 이미 인프라의 수준이 된 기술에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 문제가 발
견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고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것은 서버에 적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최종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속수무책의 위험이다.
OpenSSL은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보안 레이어
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 덕분에 웹서버와 주고받는 데이터가 모두 암호
화되어 중간에 탈취된다 하더라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 기
능을 하는 OpenSSL에 버그로 공격자가 웹서버에서 무단으로 들키지 않고서도
아무 데이터를 일정 크기만큼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충분한 크기의 데이터를 모두 빼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했지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를 치명적으로 만들었다. 만약 하나의 기술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을 병행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
되었더라면 이 문제가 가져올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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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시 승자독식 구조가 가져오는 과도한 의존성으로 인해 피해가 증폭되는
현상이다.

2. 창조적 파괴의 문제
소셜 이노베이션은 창조적 파괴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창조적 파
괴는 혁신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속성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를 야기한다
는 주장을 일견 모순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소셜 이노베이션은 기본적으로 공
유와 공개를 기본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비용이 들었던 어떤 서비스
와 기능이 새로운 소셜 이노베이션의 등장으로 그 비용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는 혁신일 수 있지만 특정한 집단에게는 그것
이 재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mp3플레이어와 네비게이션을 전
문적으로 판매하던 기업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업은 거
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판매하던 서비스가 지금은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
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이전의 것을 대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기에 이것은 일시적은 문제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고려해야 할 것
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도의 문제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철저하게
기술의 논리에 지배되는 과정이다. 기술은 본질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러
니 혁신의 속도 자체도 매우 빨라졌고 그에 따라 이전의 것들이 대체되고 파괴
되는 속도도 빨라졌다. 속도의 문제는 파괴당한 이해당사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기회 자체를 박탈해 버릴 수도 있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결과로 인해 창조적 파괴 현상이 발생할 때 파괴되는 것
은 이전의 기술이 전부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현상을 낳고 이것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가져온다. 이전에 확립된 제도는 이전의 기술상황을
가정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은 이전의 제도로 감
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새로운 정보공유 기술이 나올 때마다 저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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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국경을 가볍게 넘는 기술의 등장은 국민국가의 한계를
인식시켜 준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의 등장 속도는 매우 빠르다. 여기에 더욱
치명적인 요인은 제도의 변화는 매우 느리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창조적 파괴는 제도파괴적 혁신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속도
의 문제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승자독식의 문제까지 결
합해서 이 문제를 다루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기본
적으로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대한 행위자들에게 더 유리
하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른 창조적 파괴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영세
하고 규모가 작은 행위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 공개와 공유가
기본적인 정보의 흐름이 유연해진 곳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온라인
서점의 등장에 거의 초토화된 작은 동네 서점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기 때문
에 대응하기 어렵고, 설사 이미 알았다 하더라도 대응책 자체가 쉽지 않은 것
도 사실이다.
이 문제는 정보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질문을 다시 불러
낸다. 실업의 문제이다. 정보기술이 확산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면 더
적은 인력만으로 서비스와 기업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실업자들
증가시킬 것이고, 나아가 정보기술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이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기술이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감소하는
일자를 상쇄시킬 것이라는 편리한 전망을 내놓는 것일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소셜 이노베이션의 논리가 일반화되면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속도가 새로
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정보기술에 대한
전통적인 비관적 전망을 정보기술의 궁극적인 발전으로 입증되는 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즉각적인 대응책은 속도의 문제이니 속도를 조절하
는 것이다. 그런데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은 기술이 스스로 진화하는 것
과 유사한데 이 과정에 고의적인 지체를 가져오면 해당 기술은 늦출 수 있겠지
만 결국에는 다른 기술이 그 기술이 있어야 했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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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는 전 사회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대한 정치적 기획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금융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폐해를 막고자 모든 나라가 동시에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것
과 유사한 주장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앞서 밝힌 것
처럼 기술의 자율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결국 인간의 선택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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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
의 과정을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그 메커니즘과 속성을 규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가 밝혀낸 바와 그것이 가진
의미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전망을 담아볼 것이다.

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는 기술혁신의 특정한 형태의 패턴을
밝히는 것이 핵심과제였다. 전통적 기술혁신과 무엇이 다르고, 왜 그렇게 변했
으며, 그것의 메커니즘은 어떠한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기술혁신에서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전통적 기술혁신은 혁신의 모든 과정을 내부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면서 수행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적 재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시장에서 더
치열해진 경쟁, 그리고 극단적으로 짧아진 기술의 생애주기는 전통적인 기술혁
신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환경을 만들었다.
모든 과정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전통적 기술혁신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
지 못했고, 더 빠른 기술개발을 위해 다른 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외부의 자원을 가져다 쓰는 수준이 어느 임계
수준을 넘게 되자 일종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라 부를 수 있는 현상이 일
어난다. 즉 질적으로 이전과 다른 유형의 기술혁신이 등장한 것이다.
전통적 기술혁신은 혁신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
다.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이유가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
에 통제권을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그러나 소셜 이노베이션은 처음부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시작된 계획이 아니라서 그런 통제권보다는 기술의 완성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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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에 더 큰 관심을 부여했다. 그 결과 소셜 이노베이션은 기술혁신의 모
든 과정에 동원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 즉 사회적 요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
하게 되었고, 급기야 혁신을 주도하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 없는 수준에까
지 이른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오직 기술 합리성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 기술은 상대적 자율성을 얻어 진화론적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와 유
사한 것이 되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적합
한 이상적인 사례이다. 여러 가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혁신 과정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소셜 이노베이션 메커니즘의 핵심적 요소들은 시드테크와 지식, 크
라우드소싱과 열린 리더십, 그리고 플랫폼과 자체 생태게 및 평판이었다. 이런
중요한 핵심적 요소들을 잘 엮어내는 것이 소셜 이노베이션의 성공을 위한 지
름길인데, 이를 위해 소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에서 적절한 자원동원과 열린 리
더십을 통한 우호적 네트워크의 구성, 그리고 자체 생태계의 구성을 위한 임계
규모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사회적 함의
소셜 이노베이션은 기술혁신의 과정에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참여하는 복잡한 형태의 기술개발의 과정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공개와 공유
를 기본적인 속성으로 삼기 때문에 무엇을 공유하고 그렇게 공유된 것을 어떻
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자신의 “소스”를 외부에 공개하고 이것이 다른 것과 합쳐
지고 한데 모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를 집단지성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사회적 차원의 의사결정이 된다. 보는 눈이 많을수록 잘못된 것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은 소셜 이노베이션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이런
관점은 자신이 기여한 작은 것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협업에 대한 경험은 사회적 신뢰의 향상에 도
움을 주여, 이것은 사회적 자원으로 축적될 수 있다.
공유와 공개에 기반한 활동은 공유경제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
를 만들어내고 있다.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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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런 경험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
어 더 많은 공개와 공유활동으로 이어진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여러 프로젝트는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제 구글, 애플, 삼성전자 같은 거대 전자회사들은 소셜 이노베이션 프
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생태계의 구성을 통해 생태계 참여자와 자신의 이익을 모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소셜 이노베이션의 확대는 거대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소셜 이노베이션은 한번 플랫폼의 자리를 점유하여 승리한 행위자가
이후로도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강한 관성을 갖고 있다. 이런 승자
독식의 문제는 자원을 동원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거대 행위자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를 창출해 낸다. 이 문제는 국제적 관계에서 선진국이 앞으로도 계
속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어 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소셜 이노베이션은 창조적 파괴의 문제를 크게 부각시킨다. 소셜 이노
베이션은 기술적 효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발전의 속도가 무척 빠르며, 그
결과물은 대체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산업을 초토화시킬 우려
를 낳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속도이며, 빠른 속도는 사전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정보기술에 제기되는 근본적인 질문인 일자리 잠식의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의 과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첫 번째로 제기되
는 것은 연구의 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기술혁신을 다룬 이전의 다른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류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미시적인 연구와
생애주기와 같은 일반성을 추구하는 거시적 연구가 그것이다. 이 양자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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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해할 수 없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 하나의 연구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시야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만용에 가까울 것이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것은 이 둘 사이의 중간 단계이다. 개별 기술혁신의 내
용을 깊게 탐구하는 미시적 사례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혁신 일반에 대
한 인사이트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는 여러 개의 사례연구를 종합하
는 수준인데, 이는 기술혁신의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혁신
“들”의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런 미묘한 부분을 공략하려는 시도는 방향
이 정확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을 향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정확하기
만 하다면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블랙박스화 하지 않으면서 작은 일반
화를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중간 레벨의 연구는 다
른 수준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본 연구의 가
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한계를 기술의 유형에 대한 것이다.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를 사례로 삼은 연구이기 때문에 정보기술 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연구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올바른 지적인데, 정보기술 분야는
생명공학 기술과도 다르고, 전통적인 기계나 화학공학 같은 분야와도 그 논리
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기술혁신의 유형과 메커니즘은 다른
기술의 영역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것은 지금 우리시대를 규정하는 기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산업혁명 시기를 주도하는 기술은 단연 기계와 교통이었다. 그것
이 그 당시의 최첨단이었고, 그 기술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크게 바꾸었
다. 그렇다면 21세기에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은 무엇일까? 그
것은 당연히 정보기술일 것이다. 정보기술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가장 기
본적인 인프라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술 분야의 혁신과 기계기술 분
야의 혁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정보기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혁신의 패턴이 모든 기술의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것이 기술로부터 기원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해명하는 가장 큰 설명력을 갖
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292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을 통해서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
커니즘을 밝히는 연구였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기술과 사회가 한몸이 된 일종
의 기술-사회 복합체인데, 이것이 사회적 영역으로 확산되어 들어올 때 사회의
변화양상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
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은 앞으로 더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기술은 사회를 바꾸고, 사회 역시 기술의 모양을 규정한
다. 이 양자의 관계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독특한 사례
가 바로 기술-사회 복합체로서 소셜 이노베이션인데, 소셜 이노베이션의 진화
양상을 추적하여 연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회와 기술이 어떻게 서로
공진화하고 있는지 그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발자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이후에 이 분야의 연구가 절실해진다.
그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 기업을 간단하게 언급한 이
유는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현상이 기업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
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기업에게 어떻게 기회가 되고, 어떤 기
업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탐구는 이후의 연구로 남겨둔다. 기
업이 소셜 이노베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내용은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기술-사
회 복합체에 대한 향후 연구와 결합할 수 있다면, 기술-사회-시장의 삼각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통찰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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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chanism of Social Innovation:
“Open Source” and After
Yeunchu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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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has analyzed the patterns mechanisms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contemporary highly information societ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enabled remote collaboration to
overcome geographical limits. This has promoted a new technological innovation type
being whol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processes. This change
has a big impact on society, and the meaning is getting more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thing of tradit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processes was to
keep the secret for the exclusive possession of innovation results, therefore
technological innovation processes were practiced without help of external resources.
Bu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has made the smaller world and
brought the faster social change, by virtue of this social change, competitions are getting
more intense locally, and the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doesn't last for a long
time. As technologies are more complex, technological innovation processes need the
more time and resources. Nevertheless, a dilemma is emerged that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re getting bigger.
Because of those uncertainties, old-fashioned technological innovation patterns
were abandoned. The firms' reaction to the uncertainties was the strategy of
collabora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haring their resources. But, this strategy is
only effective until all participants of innovation precess are beneficial. Because of this
reason, the growth of collaboration has some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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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the development of software industry have brought
new potential to society. Linux has shown that the new massive way of making the open
source software and it is effective in the real world. Open source software is collections
of logical codes without physical body, so real-time collaboration and effective division
of labor is possible, and the development costs are very low. In short, open source
software is an ideal typed technology. Therefore, open source software are the ideal
research cases of social innovation that all process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socialized.
Open source software are made from crowdsourcing that is a co-production of
volunteers. The leader presents the vision for the final goal of innovation, and
volunteers who sympathized with the vision are doing crowdsourcing together. The
making of the open source software are usually started from existing technologies,
which are the seedtechs of innovation processes. And these open source software are the
materials for other open source software.
Therefore, the making processes of open source software are the reaction of
heterogeneous networks including developer communities, existing technologies and
knowledge. The difference of social innovation and tradit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could be found at construction of networking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dissertation has abstracted the common factors of successful social innovation
from 6 open source software of Linux Kernel, Ubuntu, Firefox, Android, Textcube and
Wordpress. Innovation processes of each open source software are divided to 3 steps of
idea-execution/realization-diffusion, things done and important factors at each step were
collected. As a result, successful open source software has had 3 factors that were “the
characteristics”, “critical mass” and “resources of idea and expertise”.
The characteristics are the essential condition of open source software to survive in
the technological ecosystem. Any kind of software can't survive without distinguished
supremacy that consists of the characteristics of open source software. For the
characteristics, the risks of patent litigation should be removed and proper license
strategy for self-protecting was strongly required. Critical mass is the quantitative
aspect of successful social innovation. Enough crowdsourcing is essential for the
achievement of the final goal. Besides, users over critical mass are substantial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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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al after innovation process. Lastly, resources of idea and expertise are the
qualitative aspect of successful social innovation. The making of software requires very
sophisticated skills, and core software experts are important resources for the success of
open source software. Withou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ources,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open source software can't be undertaken.
Opening the source codes to the public is crucial factor for open source software,
but it is not all. Like the wikipedia collecting knowledge of the people, if some
"sources" are collected enough through the crowdsourcing process, it could bring a new
potential for change. The collection of socially useful sources has a function of "social
source". It could be a collective intelligence, and contribute to bio-engineering
researches. The social sources from engaged numerous people and practical uses of
these have big potential for social change. Practically, big businesses such as Google,
Apple and Samsung are the typical examples that could success by utilizing open source
software as results of social innovation. Social innovation is getting more important in
th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and the research of social innovation is too.
Social innovation has shown a new potential in the information era, but it has some
risks at the same time. The technologies as the result of social innovation pursue
holding the state of used widely by forming the position of platform. It usually has
resulted in a winner-takes-all situation. This result could have a function of preventing
from emerging new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the outcomes of social innovation
could have an effect of creative destruction. In case of high destruction speed, it could
provoke severe social problems. This fact shows the reason why more researches about
social innovatio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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