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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IT 산업에서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준은 표준화 과정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사전적
합의를 통해 발생하는 법적 표준(de jure standard)과 기업 간 기술 경쟁을
통해 승리하는 기술이 시장을 지배하고 사후적으로 실질적 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표준화 사례를 통해 위의 두 가지 표준화 과정에 따른
기업의 효율성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법적 표준의 사례로는
2004 년 공식적으로 국내 모바일 플랫폼 표준으로 채택된 WIPI, 사실상의
표준 사례로는 현재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Apple 의 iOS 와
Google 의 Android 를 통해 분석하며, 기업의 효율성 측정 방법으로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법적
표준화와 사실상의 표준화가 콘텐츠 제공 기업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비교하고 기업의 효율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표준화 과정을
확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표준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어 : 표준화, 법적 표준, 사실상의 표준, 효율성, 자료포락분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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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술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
기술 혁신이 부각됨에 따라 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술
의 활용에 있어서 다수의 보완적 기술이 결합하고 호환되어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이슈가 제기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표준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비대칭 정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품질 인증 방안으로 사용
되었으나 최근에 표준은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의미한다(박상인, 2009).
특히 네트워크 외부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IT산업에서 표준화 및 호환성은 더
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과 경제적 효율성간의 연관성은
연구자와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표준을 성립과정에 따라 구분하면 법적 표준(de jure standard)과 사실상
의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표준은 정부나 공공기관
에서 주도하여 산업의 합의를 통해 발생한 표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 표
준화는 해당 산업의 보호 및 육성과 같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사실상의 표준은 표준전쟁(standards war)에서 승리하여 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표준을 의미한다. 표준전쟁이란 시장 참여자에 의해 공통
으로 적용되는 표준화 추세에 직면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기술들간의 경쟁을
말한다. 이러한 경쟁에서 패배하는 기술은 사라지고 승리하는 기술이 남아 시
장에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실상의 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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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적 표준화와 사실상의 표준화가 기업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며 둘 중 어떤 표준화 과정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하였
다. 여기서 효율성은 생산적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표준화 과정에 따른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두 가지 표준화 과정이 기업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두 표준화
과정 중에서도 특히 법적 표준화 사례로 인한 기업의 효율성 변화에 더 초점
을 두고 다른 시기와 비교하여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며 표
준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고찰할 것이다.
실증분석의 사례는 국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표준화 사례를 이용한다.
법적 표준의 사례로는 2004년 공식적으로 국내 모바일 플랫폼 표준으로 채택
된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를 사용하고, 사실
상의 표준 사례로는 현재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Apple의 iOS
와 Google의 Android를 사용한다. 특히 연구 대상으로 국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표준화 사례와 사실상의 표준화 사례가 모두 나타났다. 국내 모
바일 플랫폼은 2000년대 초반 통신사 고유의 플랫폼을 사용하던 것을 시작으
로 하여 2005년 4월부터 법적 표준으로써 WIPI가 의무적으로 탑재 되었고,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iOS와 Android가 사실상의 표
준이 되었다. 이렇게 같은 시장 안에서 발생한 법적 표준과 사실상의 표준에
대한 분석은 시장의 차이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표준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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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좀 더 유의미한 효율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둘째, 각 표준화의 시기를 명확히 나눌 수 있다. 법적 표준이 제정된 시기
와 사실상의 표준이 발생한 시기가 겹칠 경우 해당기간의 기업의 효율성은 어
떠한 표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법적 표준의 시기와
사실상의 표준의 시기 사이에 간격이 큰 경우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의 효율성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의 경우 2005년 WIPI
의 의무탑재가 법제화 되었으므로 표준이 없었던 시기와 법적 표준의 시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2009년 WIPI의 의무탑재가 폐지되고 2010년부터
iOS와 Android가 시장 지배적인 모바일 플랫폼이 되었으므로 법적 표준과
사실상의 표준의 시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모바일 플랫폼은 최근 이동통신 시장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모바일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모바일 OS의 경쟁 및
표준화 이슈가 제기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모바일 플랫폼 표준화를 표준화
이전시기(2000년~2004년), WIPI를 통해 법적 표준화가 이루어 졌던 시기
(2005년~2009년), iOS와 Android가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기(2010년~2011년)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 기업
의 생산 효율성을 측정하고, 도출된 효율성과 각 표준화 시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준화 과정이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업의 효율성은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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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측정한다. DEA는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에 의해 소개된
유사한 환경에 놓인 의사결정단위(DMU: Decision Making Unit)들의 효율성
을 상호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패널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각 표준화 과정과 DEA를 통해 도출한 기업의 효율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표준화 과정에 따른 효율성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표준채택으로 인한 시장의 향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
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준화 과정에 따라 생산적 측면의 효율성,
즉 관련 기업들의 효율성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표준화 과정과 효율성
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모바일 플랫
폼을 포함하여 IT 산업의 표준화 과정에 대한 공공영역의 정책적 방향을 제
시해줄 수 있다. 특히 IT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IT기업들의 효율
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본 연구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2장에서 표준에 대한 이론
적 배경과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연구 모
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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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디지털 경제와 표준화의 중요성
최근의 급격한 기술발전은 기존 산업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을 중요한 생산
요소로 활용하는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나타난 경제구조를 흔히 디지털경제로 지칭한다. 디지털경제라는 용어는 미국
상무부가 1998년 연차보고서에 사용하면서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 산업
사회의 핵심적 생산요소가 노동, 자본 등이었던 것에 비해 정보와 지식이 주
생산요소가 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 주요 경제활동이 디지
털화된 경제를 의미한다(US Dept. of Commerce, 1999). 그리고 디지털경제
에서는 기존 경제와 달리 네트워크 효과, 수익체증, 선발자 이익과 같은 이론
들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표준화는 위와 같
은 특성을 지닌 디지털경제 하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림 1]에서처
럼 디지털 경제는 생산환경 및 소비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생
산법칙과 생산자 전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표준획득이 주요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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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1]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표준화

1

특히 네트워크 외부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IT 산업에서 표준화와 호환성은

1

박정수(200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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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긍정적인 소비 외부성인 네트워크 외부성은 경제
주체가 특정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는 효용이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소비자 및
해당 재화와 호환적인 재화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커지는 효과를 의
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외부성은 직접적 네트워크 외부성과 간접적 네트워
크 외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은 네트워크 사용자간
의 직접적인 연결과 커뮤니케이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하고, 간
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은 네트워크 규모 증가에 따라 관련 보완재의 다양성 증
가로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간 경
쟁에서 특정 기술로의 쏠림현상(tipping)이 일어나기 쉽고, 특정 기술이 표준
으로 채택될 경우 그 기술로의 잠김현상(lock-in)이 일어날 수 있다(Shapiro
and Varian, 1998).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특정 기술이 시장을 지배하고 독
점할 수 있으므로 IT산업에서 표준화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2.2 표준의 정의와 종류
표준(standard)이란 전통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비대칭 정보 문제
를 완화시키기 위한 품질 인증 방안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경제에서는 주로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의미한다. 표준화 기구 및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표준의 정의를 알아보면 ISO2/IEC3 지침서는 표준을 재료·공정 및 서비스가

2
3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전기표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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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규칙·지침·개념규정으로 일관되
게 활용할 기술적 명세와 정밀한 기준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Hawkins(1995)는 기술의 물리적 특성이나 적용
할 때 나타나는 외연으로 축적된 기술적 경험을 성문화한 것, 즉 그 특성을
적절하게 표현한 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로 정의한다. 특히 IT산업
에서의 표준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통신주체간의 합의된
규약의 집합을 의미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6).
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데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표준화(standardization)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화
과정에 따라 표준은 법적 표준(de jure standard)과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나눌 수 있다(David and Greenstein, 1990). 법적 표준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관련자들의 합의를 통해 발생한 표준을 말한다. 이
러한 합의는 주로 표준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적 표준은 주로 자국 산
업의 보호나 유치산업 육성과 같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한다.
국내에서 2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설정한 CDMA와 본 연구에서 사례로 사
용하는 국내 모바일 플랫폼 표준으로 채택된 WIPI는 대표적인 법적 표준 사
례이다. 사실상의 표준은 시장에서의 기술간 경쟁에서 승리하여 시장에 지배
력을 행사하는 표준을 말한다. 이러한 기술들 간의 경쟁을 표준전쟁이라고 하
며 표준전쟁은 승리한 기술이 모든 것을 가지고 패배한 기술은 사라지는

8

Winner-takes-all의 특징을 갖는다. 가정용 VCR 시장에서 Betamax 포맷
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VHS 포맷과 차세대 DVD 포맷에서 HD-DVD와의 경
쟁에서 승리한 Blu-ray는 사실상의 표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Grindley, 1995; Gallagher, 2012) 법적 표준과 사실상의 표준의 차이점은
[표 1]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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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법적 표준과 사실상의 표준의 차이점
법적 표준

4

사실상의 표준

표준화 기관에 의해 제정된 표준

표준을 둘러싼 경쟁이 시장에서 이
루어지고 그 결과 표준이 사실상 결
정된 것

1) 책정과정이 투명하고 표준내용이
명확하며 개방적
2) 원칙적으로 단일표준 제공
3) 멤버쉽이 비교적 개방적

1) 책정과정 속도가 신속
2) 표준의 보급과 제품의 보급이 동
시
3) 표준의 단일화는 시장에서의 경
쟁에 위임
4) 규격을 표준화 할 수 있는 자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음.

1) 표준개발 속도가 느림
2) 표준의 보급과 제품의 보급에 시
간격차(time lag)가 존재
3) 기술의 무임승차(free ride)발생

1) 정보공개가 불완전, 기술정보의
미공개로 인해 복수방식의 비교가
곤란, 개발기업에 의한 경쟁 장벽
이 생겨 후발기업이 불리한 입장
에 처할 우려
2) 멤버쉽이 폐쇄적이 되기 쉬움
3) 개정절차가 불투명

표준의
결정자

표준화 기관

시장

표준의
정통성

표준화 기관의 권위

사용자의 선택 결과

표준의
동기

표준화하지 않으면 제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

표준화하지 않으면 불편

주요
대상분야

다른 사람과의 거래가 제품의 본질
기능인 분야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필요로 하는 분
야

표준의
열쇠

표준화 기관의 강제력, 참여기업의
수, 유력기업의 참여

시장도입기의 점유율,
참가, 계열 기업의 수

표준화와
사업화

표준화 우선

사업화 우선

정의

특징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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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회·김용범(199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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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기업의

2.3 정부 주도의 표준화 정책
위와 같이 표준화 과정은 이론적으로 법적 표준과 사실상의 표준으로 분류
되고 있지만 실제 표준화 과정은 정부 또는 표준화 기구가 해당산업의 국제경
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 선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
과 협력하여 표준을 제정하는 정부 주도의 표준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이
와 같은 표준화 정책의 사례로는 지상파 DMB와 와이브로(Wibro), 광대역통
합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이 있다.
지상파 DMB는 유럽의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2001년 차세대 디지털방송표준포럼에서 표준안 작성을 시작해 2004년 8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2005년 유럽전기통
신표준협회(ETSI) 공식표준으로 채택되었고, 2007년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표준으로 채택되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와이브로(Wibro)
는 이동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로 2003년부터
TTA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가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이후
2006년 SKT와 KT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7년 ITU
에서 3G 이동통신의 6번째 기술표준으로 채택되었다. BcN은 개별적인 망들
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고 미래에 나타날 유무선의 다양한 접속환경에
서 고품질의 음성, 데이터 및 방송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
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이다(정보통신부,
2003). BcN 개념은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을 위한 핵심적 인프라로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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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국내에 도입된 표준 사례이다. 이와 같은 표준화 정책들은 본 연구에서
법적 표준의 사례로 들고 있는 WIPI와 함께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IT 신산업창출 기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정책들은 당초의 기대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표준은 사라지거나 시
장에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표준전략을 위해 TTA에서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분석하고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표준화 대상항목을 선정하여 매년 ‘ICT 표준화 전략맵’
을 제시하고 있다. ‘ICT 표준화 전략맵 Ver. 2012’에서는 스마트 사회 구
현을 위한 ICT 표준화 대상으로 실감 융합 미디어, 지능형 서비스 SW, 융합
콘텐츠, ICT 융합의 4개 핵심 기술 분야와 유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보호의 2
개 공통 기반 기술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분야별로 총 31개 표준화 대상기술
을 선정하여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맵을 정부는 국가의
기술표준에 대한 개별사업 추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고, 민간기업
은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여 표준화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실제 표준화 과정에서 정부 및 표준화 기구는 표준화 동향을 분석
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전략을 설정하고, 민간기업은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기술표준을 개발하며 협력하고 있다.
이는 법적 표준화가 갖는 표준의 명확성과 개방성이라는 장점과 사실상의 표
준화가 갖는 경쟁을 통한 기술적 우수성이라는 장점을 융합하기 위한 노력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적 표준화와 사실상의 표준화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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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표준화 과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표준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효율적인 표준화 과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는 법적 표준화와 사실상의 표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러한 특징들이 효율
적인 표준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표준화 과정이 경제적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장에 의해 효율적인 표준이 성립될 수 있
는가에 대한 연구 및 표준화 기구에 의한 표준 성립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표준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4 표준화에 대한 기존연구
표준화 과정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표준화 전쟁의 결과가 비효율적인 표준을 채택하는가에 대해 초점
이 두어졌다. Farrell and Saloner(1985)는 소비자들이 서로의 편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새로운 기술로 이동하지 않고 열등한 표준에 지체하게 되는
초과관성(excess

inertia)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Katz

and

Shapiro(1986)는 새로운 표준을 선택하려는 사용자는 기존 표준 사용자가
받을

네트워크

편익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기존

표준

사용자를

따돌림

(stranding) 시킬 수 있고 새로운 표준으로 너무 빠르게 이동하는 초과채택
(excess momentum)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초과관성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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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택은 서로 상반된 현상이나 시장에 의한 표준이 소비자들의 표준간 이동
속도를 사회적 최적의 수준에 비해 더 빠르거나 느리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함
으로써

사실상의

표준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Arthur(1989)는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수익 체증(increasing returns)
이

생기고

고착(lock-in)이

생기며

표준

선택이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cy)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열등한 표준에 고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Katz and Shapiro(1992)는 새로운 표준 출현의 사적 유인이 사회적 유
인을 초과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새로운 표준이 시장에 빨
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 사실상의 표준화가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연구들과 다른 견해의 연구들도 있다. Chou and Shy(1990)는 간접
적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비효율성의 정도가 시장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시장
이

완전경쟁적일수록

비효율성이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Katz

and

Shapiro(1994)와 Liebowitz and Margolis(1994)는 네트워크 효과가 비효율
성이 일어나는 정도를 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초과관성 또는 초과채택이
더 적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Liebowitz and Margolis(1995)는
초과관성과 고착이 매우 제한된 가정하에서만 일어난다고 지적하였고, 초과관
성과 초과채택이 나타나는 시장에서도 정책이 시장성과를 향상시키기는 어려
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실상의 표준화가 비효율적이라는 이
전 연구가 비효율성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비효율성은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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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적

표준화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Farrell

and

Saloner(1986)는 표준화 기구(SSO)를 통한 사전적 표준화(법적 표준화)는
제품주기 초기에 더 큰 네트워크 외부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신제품의 성공적
인 시장도입을 돕는 장점이 존재하나 비호환적 제품들간의 경쟁을 제거하여
표준의 다양성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후
Farrell and Saloner(1988)는 기업들이 비호환성보다는 어떠한 기술표준이라
도 설정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어떤 표준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러한 경우 위원회를 통한 표준설정이 속도는
느려도

사실상의

표준화보다는

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Shapiro(2000)은 표준화 기구를 통한 표준설정 과정에서 담합의 동기가 발
생할 수 있고 의견불일치로 인해 기술혁신 속도가 늦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
으며, Simcoe(2007)는 실증분석을 통해 표준화 기구의 표준 제정 과정이 느
리게 진행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Krechmer(2004)는 법적 표준화 과
정에서의 교차 라이센싱이 기존의 큰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고 작고 혁신적인 신규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법적 표준화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기술 표준의 확산 측면에서는 법적 표준화의 역할이 강조된
다(Goluchowicz and Blind, 2011). 예를 들어 R&D 협력, 기술 모방, 라이센
싱 및 기술사업화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기술 표준이 확산될 수 있으며(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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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는 결국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
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유무선 통신 기술을 국가 주도의 법적 표준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였다(Forge and Bohlin, 2008; Steen, 2011; Gao
and Liu, 2012; Shin and Jung, 2012).

2.5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통한 실증 분석을 실시한다. 이
절에서는 모바일 플랫폼 표준 사례로 들고 있는 WIPI와 iOS/Android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을 법적 표준과 사실상의 표준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
시한다.

2.5.1 WIPI
WIPI는 한국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KWISF: Korea Wireless Internet
Standardization Forum)에서 만들어진 모바일 표준 플랫폼 혹은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규격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 되어 무선인터넷을 통해 다운
로드 된 응용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표준 규격이다.5
무선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 3사는 각기
다른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였다. SKT는 Mobile C 기반의 GVM, Java기반
의 SK-VM, Java와 C/C++ 기반의 WITOP을 사용하였고, KTF(현재 KT)
5

김선자·김흥남(2006)

16

는 C/C++를 기반으로 하는 BREW와 MAP, LGT는 Java를 기반으로 하는
KVM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해야 했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호환성 부족으
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였다. Feijoo et al.(2012)는 예전 통신사 주도의 다운
로드 방식(walled garden model)일 때의 단점으로 ① 여러 개의 플랫폼으로
인해 콘텐츠 개발자들은 명백한 기회비용(significant opportunity cost)을 가
졌고, ② 통신사 주도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한 신생기업의 과정은 많은 비용
이 소모되었으며(time-consuming and expensive), ③ 통신사에 의해 독점
적 공급(exclusive deal)이 발생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ETRI, TTA,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한국 무선인터넷 표준화 포
럼을 구성하여 모바일 플랫폼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2년 WIPI Ver1.0이 발표되었다. WIPI는 Java언
어와 C언어를 모두 지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후 상용화를 위해 규격을
구현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004년 WIPI Ver2.0이
국내 모바일 플랫폼 표준으로 공식 채택되었다. 또한 2005년 4월에는 모든
단말기에 WIPI를 탑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
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와 Qualcomm사는 WIPI가
무역 장벽이 되어 WTO/TBT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WIPI의 목적은
모바일 플랫폼을 단일화 하는 데에 있는데 이것이 모바일 플랫폼의 경쟁을 저
해 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는 WIPI가 경쟁을 저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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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특정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결과물이라고
대응하였다. 결국 정보통신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협상을 통해 WIPI는 의무
적으로 탑재하며 다른 플랫폼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합의를 도출하였
다.
이후 다른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WIPI의 활
용도가 떨어지게 되었고 2009년 WIPI의 법적 의무탑재가 폐지되었다. 비록
WIPI를 단독적으로 사용하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정부가 주도한 법적 표준의 대표적 사례로서 WIPI는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5.2 iOS/Android
2008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판매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
에서는 2009년 11월 KT에서 iPhone을 출시한 이후 스마트폰 판매가 급격
히 증가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 12월 1.7%에 불과하던 스
마트폰 점유율은 2012년 6월 53.5%로 증가하여 이동통신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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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 변화 추이(단위 :만명, %)

6

2009.
12

2010.
03

2010.
06

2010.
09

2010.
12

2011.
03

2011.
06

2011.
09

2011.
12

2012.
03

2012.
06

80

152

247

442

722

1,038

1,487

1,867

2,258

2,572

2,833

가 일
입 반
자 폰

4,714

4,746

4,714

4,579

4,355

4,098

3,688

3,345

2,993

2,699

2,466

계

4,794

4,898

4,961

5,021

5,077

5,136

5,175

5,212

5,251

5,271

5,300

1.7

3.1

5.0

8.8

14.2

20.2

28.7

35.8

43.0

48.8

53.5

98.3

96.9

95.0

91.2

85.8

79.8

71.3

64.2

57.0

51.2

46.5

구분
스
마
트
폰

스
마
점 트
폰
유
율 일
반
폰

또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에서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OS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모바일 OS를 통해 UI 및 애플리케이션을 차별
화할 수 있으며, 자사 모바일 OS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사용자를
모이게 하고 이것이 다시 개발자들을 유인하여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한다. 모바일 OS로는 Symbian, iOS, RIM,
Android, Windows Mobile 등이 있다([표 3] 참고). 과거 전세계적으로 모바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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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OS시장은 Symbian이 주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iOS와 Android가 급성장
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표 3] 주요 모바일 OS의 특징 비교

7

OS

Symbian

iOS

BlackBerry

Android

Windows
Mobile

webOS

개발업체

Nokia

Apple

RIM

Google

Microsoft

Palm

독점/공유

공유

독점

독점

공유

독점

독점

오픈소스
여부

완전 오픈

일부 폐쇄

폐쇄

오픈

폐쇄

폐쇄

앱스토어
개시일

2009. 5

2008. 7

2009. 4

2008. 10

2009. 10

2009. 6

개발자
수익 분배

70%

70%

80%

70%

70%

70%

RIM

Motorola
, 삼성,
LG, Sony
Ericsson,
Huawei,
HTC,
ZIE,
Acer,
Dell,
Garmin

삼성, LG,
Motorola,
HTC,
Palm,
Acer, HP,
Sony
Ericsson,
Gamin

Palm

지원 기기

Nokia, 삼
성, Sony
Ericsson,
Sharp,
Huawei,
Fujitsu

Apple

7

이종화·김태현·이주영(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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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는 Apple사의 iPhone, iPad, iPod touch등에 쓰이는 OS로 감성적이고
사용자 편의를 제고한 UI와 타 OS에 비해 폐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성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Apple의 App Store에는 50만개 이상의 애
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어 애플리케이션 마켓 중 가장 많은 양의 애플리케
이션을 확보하고 있다. Apple은 기존의 iPod과 iTunes를 중심으로 충성도 높
은 가입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App Store로 자연스럽게 전
이시킴으로써 다수의 개발자들을 유인하였다. 개발자들은 Mac OS를 기반으로
한 개발툴(SDK)을 이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소
비자를 유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iOS의 시장지배력은 점차 상승하였
다.

[그림 2] App Store의 운영원리
8

김석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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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ndroid는 Google사에서 개발한 Linux 기반의 모바일 OS로 Java언어를
통해 개발이 가능하며 온라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애플리케이
션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진다. iOS와는 달리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별로도 애플리케이션 마켓이 운영되어 애플리케이션 유통범
위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자체 OS의 역량이 약한 Motorola, 삼성전
자, LG전자와 같은 대형 단말기 제조사들이 Android 진영에 합류함에 따라
모바일 OS시장에서 Android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OS 시장에서 iOS와 Android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
하여 왔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모바일 OS 시장의 90% 이상을 차
지하게 되었다([표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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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모바일 OS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만명, %)

9

구분

2010. 03

2010. 06

2010. 09

2010. 12

2011. 03

2011. 05

Android
(비율)

5
(3.3)

45
(18.2)

204
(46.3)

415
(57.7)

671
(64.6)

926
(70.3)

iOS

50

81

115

184

242

289

(비율)

(33.1)

(32.8)

(26.1)

(25.5)

(23.3)

(21.9)

Windows

85

102

101

102

93

76

(비율)

(56.3)

(41.3)

(22.9)

(14.1)

(9.0)

(5.8)

기타

11

19

21

21

32

26

(비율)

(7.3)

(7.7)

(4.7)

(2.9)

(3.1)

(2.0)

또한 문성배 외(2011)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중 단일 OS를 적용하는 12.3%의 기업은 모두 iOS 또는 Android를
사용하였고, 복수 OS를 적용하는(멀티호밍) 87.7%의 기업 중 iOS는 100%,
Android는 95.9%가 사용하였다. 즉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iOS와 Android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9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자료, 문성배 외(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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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림 3] 모바일 OS 채택 현황

이렇게 iOS와 Android
Android는 공식적인 표준화 기구의 표준 지정 없이 시장에
의해 선택되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사실상의
표준 사례로 볼 수 있다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iOS와 Android의 시장 점유율
이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 2010년 부터를 사실상의 표준화 시기로 볼 것
이다.

10

문성배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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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3.1 자료선정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기업은 모바일 플랫폼 표준에 영향을 받는 콘
텐츠 제공기업으로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콘텐츠 제공기
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기업 선정 및 데이터 수집은 NICE 신용평가
정보의 KISLINE(www.kisline.com)을 이용하였다.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
해 먼저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산업코드 : J58211)
에 속하는 566개 기업 중 종업원 수 데이터를 제공하는 187개 기업을 선정
하였고, 이 중에서 온라인 게임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모바일 게
임을 개발하는 70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
터 2011년까지 연도별 매출액, 자본금, 종업원 수, 판매관리비 데이터를 수집
하여 271개 표본의 불균형 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를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연구는 각 표준화 과정이 기업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알
아보기 위해 진행된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로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연
도별로 모바일 콘텐츠 제공기업의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다음 두 번째 단계로 효율성과 표준화 과정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플랫폼의 표준화를 표준화 이전시기
(2000년~2004년), WIPI의 법적 표준화 시기(2005년~2009년), iO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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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의 사실상의 표준화 시기(2010년~2011년)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각 표준화 시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앞 단계에서 측정한 효율성
과 표준화 더미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할 것이다.

3.2 기존의 효율성 측정 방법
본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해야 한다. 기존 연
구에서

주로

(regression

사용되었던
analysis

전통적

효율성

approach),

측정방법으로는

회귀분석법

생산성지수법(productivity

index

approach), 비율분석법(ratio analysis approach)이 있다.
회귀분석법은 투입요소와 산출물의 관계를 추정하고 기대산출물과 실제산출
물을 비교하여 효율성을 평가하는 분석방법으로 기본적인 함수형태를 가정 해
야 하는 모수적(parametric) 효율성 측정방법이다. 이러한 회귀분석법은 모형
에서 가정한 함수형태에 따라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고 표본수가 적은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생산성지수법은 자원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인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총생산성(total productivity), 편요소생산성
(parti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를 이
용한 방법이 있다. 생산지수법은 전체적인 투입요소와 산출물을 동시에 고려
하여 기업 전체의 효율성 측정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입물과 산출물
을 금액으로 환산하므로 가격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비효율성이 어느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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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지 알 수 없어 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비율분석법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실태를 설명해줄 수
있는 재무비율을 계산한 다음 이를 산업 표준비율과 비교하거나 특정기업의
재무비율과 비교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게 된다. 비율분석법은 산업 전
체적인 비율이나 다른 기업과의 비교가 용이하고, 시간에 따라 기업의 운영상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기업의 비율과 산업평균의
비율을 비교할 경우 산업평균자체가 효율적인지 알 수 없으므로 기업의 상대
적 효율성만을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 효율성 측정방법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최근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효율성 측정방법은 변경분석(frontier analysis)이다. 변경분석
은 효율변경(efficiency frontier)을 구하고 효율변경과의 거리를 통해 개별기
업들의 효율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효율변경을 비모수적(nonparametric)으로 구하는 방법을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이라고 한다.

3.3 DEA
DEA는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에 의해 소개된 유사한 환경
에 놓인 의사결정단위(DMU: Decision Making Unit)들의 효율성을 상호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1970년대 후반 공식적으로 등장한 이래 많은 경영, 경제
분석 사례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정동·오동현, 2010) 일반적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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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에서는 잔차의 분포에 대해 통계적 가정을 도입하지만 DEA는 잔차에
대한 통계적 가정이 필요 없고, 생산함수의 형태에 대한 가정도 필요하지 않
다. 이러한 DEA의 비통계적, 비모수적 특성으로 인해 분석자의 자의적인 판
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DEA는 비교 집단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변경을 형성하여 이를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는 다른 DMU들과 변경
과의 거리로 그 효율성을 측정하므로 다수 투입과 다수 산출에 대하여 단일한
하나의 효율성 값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DEA는 공공사업의 성과측정이나 기업의 효율
성분석에 많이 활용되었다. 공공사업에 대한 연구로 김태희·김인호·안성봉
·이계석(2009)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DEA를 통해 분석하였고, 박
정희·문종범(2010)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을 DEA를 통해 분석
하였다. 또한 기업에 대한 연구로 이상훈·이학연·박용태(2009)는 지식 서
비스 기업의 혁신 성과를 DEA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최정인·권성훈·송성환
·황석원(2009)는 국내 서비스 부문의 혁신 효율성을 DEA를 통해 분석하였
다.
DEA 모형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먼저 규모수익에 대한
가정에 따라 불변규모수익(CRS: Constant Return to Scale)을 가정하는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의 CCR 모형과 가변규모수익(VRS:
Variable Return to Scale)을 가정하는 Banker, Charnes, and Cooper(1984)
의 BCC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지향성에 따라 투입요소에 초점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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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기준(Input
(Input oriented) 모형과 산출요소에 초점을 두는 산출기준
산출기준(Output
oriented)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4] 1투입 - 1산출 DEA 모형

[그림 4]에서와 같이 투입요소가 1개(x)이고 산출요소가 1개(y)
(y)인 경우를
가정하면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CCR 모형(CRS 가정)에서의
에서의 효율변경과
BCC 모형(VRS 가정)에서의
에서의 효율변경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한 효율변
경과 DMU사이의 거리를 통해 효율성을 측정하게 된다. 위 그림에서 투입기
준 CCR 모형의 효율성 척도는 IC /IA, 투입기준 BCC 모형의 효율성 척도는
29

IC /IA로 표시 되고, 산출기준 CCR 모형의 효율성 척도는 OA/OB , 산출기준
BCC 모형의 효율성 척도는 OA/OB 으로 표시 된다.
본 연구에서 효율성 측정대상인 모바일 콘텐츠 제공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일반적으로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 to Scale)의 특징
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Ray et al, 2002)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해야 하
고, 사기업의 경우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최소화 하기보다는 산출을 최대
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이정동·오동현, 2010) 산출기준 BCC 모형을
이용할 것이다. 산출기준 BCC 모형의 수학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Φ∗ = max, Φ
subject to



x
≥ ∑ x ∙ λ

(m = 1, 2, … , M)



Φ ∙ y ≤ ∑ y ∙ λ (n = 1, 2, … , N)

∑ λ = 1
λ ≥ 0 (j = 1, 2, … , J) …………………………………………………………… 식 (1)

여기서 M은 투입요소의 수, N은 산출요소의 수, J는 관측치의 수이며 위와
같은 최대화 문제를 통해 k번째 관측치의 효율성 척도 Φ를 구할 수 있다. 이
렇게 구한 효율성 척도 Φ는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갖는다. Φ값이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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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울수록 해당 관측치는 효율변경에 가깝고 효율적이게 되며, Φ값이 커질
수록 효율변경에서 멀어져 비효율적이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효율성의
척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므로 위의 결과를 역수(Φ )로 변환하여
결과를 나타낸다. 즉 Φ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이며, 0에 가까울수록 비
효율적이 된다.

3.4 패널분석에서의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본 연구의 두 번째 단계로 앞서 측정한 효율성과 각 표준화 과정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본다. 따라서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
적인 패널자료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다.

y = β + x β + α + e

…………………………………………………… 식 (2)

여기서 α 는 각 개체가 갖는 이질성을 나타내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는 오차항을 의미하고, e 는 개체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을

의미한다.

패널자료

모형은

개체특성을

나타내는

α 를

모수

(parameter)로 보는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변수로 보는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효과는 α 가 개체 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 있다고 본다. 위 식을
시간에 따라 평균을 구한 뒤 위 식에서 빼주면 아래와 같이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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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y ) = (x − x )β + (e − e ) …………………………………………… 식 (3)
( where y =

 
∑ y
  

, x =

 
∑ x
  

, e =

 
∑ e
  

)

따라서 추가적인 가정 없이 OLS 추정을 통해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확률효과의 경우 설명변수 x 와 α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야만 일치추정
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확률효과가 cov(x , α )=0 을 가정하는 더 강한
가정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모형 중 어떤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정확한지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일반
적으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한다. 하우스만 검정은 고정효
과 모형에서의 추정량과 확률효과 모형에서의 추정량를 비교하여 확률효과 모
형에서의 추정량이 일치추정량과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검정방
법이다.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은 H : cov(x , α )=0 으로 고정효과 모형
과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량이 큰 차이를 보인다면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
효과 모형을 지지하게 되고, 두 모형의 추정량이 비슷하다면 귀무가설을 기각
할 수 없게 되어 두 모형 중 현실에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
다.

3.5 변수선정
3.5.1 DEA 모형의 변수
DEA를 통해 각 기업의 효율성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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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생산함수에서는 대표적인 투입요소로 자본
(capital: K), 노동(labor: L), 원자재(material: M)가 사용된다. DEA를 활용
한 이전 연구들에서는 위와 같은 투입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자산,
자본금, 종업원 수, 급여, 인건비, 투입비용, 운영비, 광고선전비,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재고비용 등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산출변수로는 경상이익, 주당순
이익, 매출, 순이익, 순 방문자 수, 매출 총 이익 등이 사용되고 있다.

[표 5]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연구

투입변수

산출변수

김우식·이광조(2003)

자산, 종업원수, 투입비용

경상이익, 주당순이익

이청호 외(2005)

자산, 종업원수, 운영비

매출, 순이익

이경재 외(2007)

자본금, 유형자산, 급여,
광고선전비

순방문자 수, 매출

한동여·김성아(2008)

자산, 인건비, 판관비, 매출원가

매출

Serrano-Cinca et
al.(2005)

종업원수, 총운영비용, 총자산

매출, 순방문자수

Barua et al.(2004)

IT자본, NIT자본, 종업원수,
사업년수

매출, 매출총이익

Chen et al.(2004)

종업원수, 재고비용, 총자산,
매출원가

매출, 매출총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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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본(K)의 대리 변수로 자본금, 노동(L)의 대리 변수로 종
업원 수, 원자재(M)의 대리 변수로 판매관리비를 투입 변수로 사용한다. 또한
산출변수로는 매출과 순이익이 주로 사용되는데 Donthu and Yoo(1998)에
따르면 순이익은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동시에 내포하므로 다른 변수와의 중
복문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매출만을 산출 변수로 사용한다. 이상 3가지
투입 변수와 1가지 산출 변수를 산출기준 BCC 모형에 적용하여 각 의사결정
단위의 효율성(해당 연도, 해당 기업의 효율성)을 도출하게 된다.

3.5.2 패널분석의 변수
다음으로 효율성과 각 표준화 과정의 상관관계 도출을 위한 패널분석의 변
수를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를 표준화 이전
시기, 2005년부터 2009년까지를 WIPI의 법적 표준시기, 2010년부터 2011
년까지를 iOS와 Android의 사실상의 표준시기로 나눈다. 따라서 설명변수인
표준화 더미변수를 [표 6]과 같이 정의한다. 또한 종속변수인 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
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기업연령(age), 기업규모(size), 총매출(sales)을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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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변수 내용

효율성 (te)

DEA 통해 도출한 효율성 지표

법적 표준화 더미변수 (D )

D = 

1,
0,

2005 ≤ T ≤ 2009
otherwise

사실상의 표준화 더미변수 (D )

D = 

1,
0,

2010 ≤ T ≤ 2011
otherwise

기업연령 (age)

각 년도와 기업 설립연도의 차

기업규모 (ln_size)

종업원수의 자연로그

총매출 (ln_sales)

매출액의 자연로그

위 변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패널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 = β + β ∙ D + β ∙ D + β ∙ age + β ∙ ln_size + β ∙ ln_sales + e
………………………………………………………………………………… 식 (4)

위 모형을 바탕으로 법적 표준과 사실상의 표준이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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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결과
4.1 기초 분석
효율성 분석과 표준화 과정과 효율성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선행적
으로 모바일 콘텐츠 제공기업들의 매출액, 자본금, 종업원 수, 판매관리비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표 7]에서 제시하였다.

[표 7] 기초통계량 (단위 : 천원, 명)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매출액(Y)

8,653,199

13,394,190

2,000

77,507,271

자본금(K)

2,330,707

3,569,148

10,000

22,944,795

종업원 수(L)

86.57

102.14

2

520

판매관리비(M)

4,823,249

6,594,922

36,971

36,944,086

다음으로 효율성 분석에서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선정의 타당성을 알아보
기 위해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
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 대상
전체를 한 그룹으로 보고 효율변경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투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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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은

다중공선성

(Multico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정동·오동현(2010)에 따
르면 DEA 모형은 비통계적이므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어떤 통계적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 변수가 분석대상 의사결정단위의 행동을 묘사하
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개념적, 실증적 증거가 있다면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본 연구의 투입변수인 자본금, 종업원
수, 판매관리비는 일반적인 생산함수에서의 중요한 투입요소에 대한 대리변수
임을 3.5절에서 알아 본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DEA 모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8] DEA 모형의 변수간 상관관계

매출액

자본

종업원 수

매출액

1

자본

0.521***
(0.035)

1

종업원 수

0.500***
(0.020)

0.526***
(0.034)

1

판매관리비

0.639***
(0.023)

0.714***
(0.038)

0.678***
(0.026)

(비고 : ***는 1% 유의수준,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

37

판매관리비

1

4.2 효율성 분석
효율성을 분석 함에 있어 271개의 sample을 서로 다른 DMU로 보았다. 각
DMU의 효율성을 도출하고 이를 연도별로 평균을 내어 [표 9]와 같이 콘텐
츠 제공기업들의 연도별 효율성 평균을 도출하였다. 효율성은 DEAP Version
2.1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 9] 콘텐츠 제공기업의 연도별 효율성 평균

연도

효율성

DMU 수

최소값

최대값

2000

0.8617778

9

0.662

0.951

2001

0.8770769

13

0.795

0.953

2002

0.8883333

15

0.487

0.968

2003

0.8932632

19

0.549

1

2004

0.9230833

24

0.739

1

2005

0.91796

25

0.837

0.985

2006

0.9181071

28

0.712

0.982

2007

0.912

25

0.716

0.996

2008

0.9276563

32

0.780

1

2009

0.9318519

27

0.794

1

2010

0.9202813

32

0.691

1

2011

0.9373636

22

0.8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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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이전시기인 2000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의 효율성 평균은 0.8951, 법
적 표준화 시기인 2005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효율성 평균은 0.9219
0.9219, 사실상
의 표준화 시기인 2010
2010년에서 2011년까지의 효율성 평균은 0.9272
0.9272로 나타
났다. 효율성 지표는 사실상의 표준화 시기가 가장 높았으나 시간에 따른 효
율성의 변화를 고려하면 법적 표준으로 인한 효율성 증가율이 사실상의 표준
으로 인한 효율성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효율성의 변화를
더 확연하게 알아보기 위해 연도별 효율성 변화를 [그림 5]에 나타냈다
나타냈다.

[그림
그림 5] 연도별 효율성 평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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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이전 시기에 효율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법적 표준이 도입
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효율성이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2009년까지 증
가하였다. 사실상의 표준화가 도입된 2010년에도 효율성이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사실상의 표준화 시기는 2개년도 밖에 되지 않
아 장기적인 추세를 알아보기 어려우나 법적 표준화 시기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효율성이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표준이 기업의 효율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적 표준인 WIPI 도입
초기에 기술이 성숙하는 기간이 길었고 기술 성숙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WIPI 의무탑재가 폐지되어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짧았
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Belleflamme(2002)에서는 게임이론을 통해 법
적 표준이 사실상의 표준에 비해 도입 초기에는 비효율적이나 결국에는 더 효
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결과에서도 법적 표준의 도입 초기 효
율성이 감소하는 기간이 사실상의 표준 도입 초기 효율성이 감소하는 기간보
다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술 성숙 이후 기간이 길지 않아 효율성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
서 보다 정량적으로 표준화 과정과 효율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것이다.

4.3 표준화 과정과 효율성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STATA 10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어떤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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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0] 하우스만 검정 결과
Fixed Effect
(b)

Random Effect
(B)

Difference
(b-B)

S.E.

de_jure(D )

-0.0121694

-0.0014584

-0.0107109

0.0043625

de_facto(D )

-0.0260689

-0.0062617

-0.0198072

0.007456

age

0.0005476

-0.0013992

0.0019468

0.0009422

ln_size

-0.067391

-0.882575

0.0208665

0.0059035

ln_sales

0.0895882

0.0972979

-0.0077097

0.002919

chi2(5) = (b-B)’[(V_b-V_B)^(-1)](b-B)
= 24.74
Prob>chi2 = 0.0002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1%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 H : cov( x ,
α )=0)이 기각된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에서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아
니며 고정효과 모형이 더 설득력 있는 모형이 된다.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표
준화 과정과 기업 효율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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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회귀 분석 결과

Coef.

Std. Err.

t 검정량

de_jure(D )

-0.0121694*

0.0072562

-1.68

de_facto(D )

-0.0260689**

0.0115811

-2.25

age

0.0005476

0.0014978

0.37

ln_size

-0.067391***

0.0105941

-6.36

ln_sales

0.0895882***

0.0058965

15.19

(비고 :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법적 표준화와 사실상의 표준화 모두 기업의 효율성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표준이 기업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iOS와 Android가 사실상의 표준으로 등장한 시기가 짧아 아직 이에 대한 효
율성 변화는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WIPI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효
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밖에 통제변수인 기업규모는 기업의 효율
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총매출은 기업의 효율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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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결과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모바일 플랫폼 표준 사례를 통해 법적 표준과 사실상의
표준이 모바일 콘텐츠 제공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준
화 이전 시기와 법적 표준화 시기, 사실상의 표준화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도출된 효율성 지표가 실제 표준화 과정과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한 표준화 과정에 따라 효율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표준인 WIPI는 기업의 효율성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를 통해 WIPI는 기업의 중복 투자 감소를 통한 효율성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법적 표준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WIPI가 의무탑재 되었지
만 이동통신사 고유의 플랫폼도 여전히 존재 했으며 해외 모바일 플랫폼과의
경쟁 또한 가속화 되면서 WIPI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WIPI
는 국내 모바일 플랫폼 표준으로 공식 채택되었지만 관련기업들의 참여를 이
끌어내지 못하고 국제적 경쟁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WIPI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뒤에 나타난 사실상의 표준인 iOS
와 Android에 비해서는 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iOS와
Android는 정부나 표준화 기관의 역할이 없이 순수하게 시장에 의해 선택된
경우를 보여주는데 이 경우가 모바일 콘텐츠 기업의 효율성에 더 부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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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것을 보면 완전히 시장에 의해 표준이 성립되는 것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법적 표준인 WIPI가 관련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
였고, 그러나 iOS와 Android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정부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부 주도하의 표준
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표준화 사례 모두 기업의 효율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통해 모든 표준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고 할 수는 없다. 2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표준전략 및 표준정책이 중요해
지고,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표준의 긍정적인
면을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통해 WIPI
와 iOS/Android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여 보다 나은 표
준화 과정을 이끌어 내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미래 모바일 플랫폼 표
준으로 주목 받고 있는 HTML5 기반 웹 표준의 성립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IPI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표준화 정책인
지상파 DMB와 와이브로, BcN은 모두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해 최계영 외(2012)에서는 WIPI와 와이브로가 공급자 및 기술 위주
의 정책으로 실패 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표준화 정책 수립 시
공급자 보다 소비자 수요를 위주로 고려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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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 주도의 표준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윤만을 추구했던 이동통신사, WIPI의 보급화에 의지가 없었던 단말기 제조사
와 같이 WIPI는 관련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고, 무역분
쟁에 의해 당초 기대했던 단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법적 표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기업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지
속적인 표준의 업데이트와 국제 표준 동향 분석을 통해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IT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국제시장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중요하므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개
발과 표준화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연계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의 표준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술 자체의 우월성이 아닌 기존 사용
자 기반(installed-base)과 관련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표준이 채택되지
않도록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iOS와 Android
는 우선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풍부한 사용자 기반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전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 모바일 콘텐츠 제공기업은 개발 비용의 감소 또는
개발의 편리성을 고려하기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 수가 많은 플
랫폼 환경에서 개발하게 되어 사실상의 표준이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기업
의 효율성 자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산업계의 자
발적인 표준화 흐름 속에서도 공공영역이 보다 효율적인 표준을 선택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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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사례에서와 같이 한 방향으로 치우친 법적 표준화와
사실상의 표준화는 기업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표준
화 과정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관·연이 협력할 수 있는 컨소시
엄 또는 포럼을 구성하여 표준화를 이끌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2 한계 및 발전 방향
본 연구는 사실상의 표준화 시기가 2개년도 밖에 되지 않아 장기적인 추세
를 보기 어려웠고 이후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몇
년 간은 국내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iOS와 Android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본 연구와 같이 표준화 과정과 기업
의 효율성 변화를 분석한다면 사실상의 표준이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장기
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고, 법적 표준과 사실상의 표준에 대해서도 보다 나
은 비교·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의 성과에 대해 기업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두었
다. 표준화가 기업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효용에도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분석한다면 표준화가 이루는 총체적인 성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기업의 매출액에는 해외시장을 통한 매
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순수한 국내시장을 통
한 매출만을 활용하여 분석을 해야 할 것이며, 시장의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변수로 추가한다면 표준화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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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플랫폼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IT산업
전체의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모바일 플랫폼 이외
의 다른 표준화 여러 사례에 대해서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타 산업의
표준화 사례를 통해 산업간 비교·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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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IT industry, existed network externalities, the standardiza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There are two kinds of standards by
standardization process, de jure standards and de facto standards. De
jure standards occur through the prior agreement led by government or
public sector and de facto standards occur through the standard wars in
the market.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analyze the firm’s efficiency
change depending on two kinds of standards for the Korean mobile
platform standards case. The case of de jure standards is the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officially adopted
as the Korean mobile platform standards in 2004. And the cases of de
facto standards are Apple’s iOS and Google’s Android, that currently
dominate the mobile platform market. The firm’s efficiency is measured
by using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method. Through this, we will
analyze how the mobile platform standardization affects the mobile
contents providing firm’s efficiency and compare which cases more
positively affect the firm’s efficiency. Therefore, this study will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the standardization policy that can improve the
firm’s efficiency.

Keywords : Standardization, de jure standards, de facto standards,
efficiency, Data Envelop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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