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논총(제47권1호)

표준화 정책*
1)

<目

박 상 인**

次>

Ⅰ. 머 리 말
Ⅱ. 표준화와 관련된 주요 개념과 정책 수단
Ⅲ. 표준화 현황
Ⅳ. 표준화와 표준화 정책 연구의 경향과 쟁점
Ⅴ.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요

약>

신경제 산업 또는 혁신적 산업에서 표준화란 호환성의 설정을 의미하며, 네
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특히 표준화 정책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본 논문은 최근에 신경제에서 회자되는 표준화와 표준화정책에 관한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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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신경제 (New Economy) 시대의 핵심어(keyword) 중
하나이다. 그런데 표준화 또는 표준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이한 맥락에서 사
용되고 있다.1) 전통적으로 표준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품질에 대한 비대칭
적 정보가 존재할 때 품질을 인증하는 방안으로 사용되었다. 약품, 전문적 서비
스, 가공식품, 중고자동차 등의 경우에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 Akerlof (1970)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품질에 대한
** 이 논문은 “2008년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됨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sanpark@snu.ac.kr)
논문접수일(2009.3.6), 수정일(2009.3.16), 게재확정일(2009.3.17)
1) 표준화의 의미가 프로세스의 규격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학기
술 정보유통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다룬 김상국 외 (2007)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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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비대칭적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에서는 오직 가장 질이 나쁜
제품만이 팔리게 될 것인데, 이 경우 믿을 수 있는 제 3자가 인증하는 표준은
비대칭정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표준의 예로 KS마크, ISO 인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신경제에서 회자되는 표준은 호환성 (interoperability)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IT 산업에서 표준은 전형적으로 호환가능한 기술 스펙들의 집합
(a set of technical specifications)을 의미한다. 호환성은 두 가지 경우, 즉 한 제품
의 구성요소 간 호환성(component interoperability)과 제품 간 인터페이스 호환성
(interface interoperability)으로 더 세분될 수 있다. 한 제품의 구성요소 간 호환성
의 예는 오디오 시스템에서 CD 플레이어와 스피커라는 구성요소들이 상호작동
가능해 CD에 수록된 음악을 스피커를 통해 감상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신,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을 망라한 광의의 IT산
업과 바이오기술(biotech)산업 등의 신경제 산업에서는 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다수의 구성요소(components)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종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구성요소 간의 호환성이 필수적이다. 한편, 인터페이스 호환성은 경제학
에서 양립가능성(compatibility)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VHS 포맷 VCR과
Betamax 포맷 VCR은 양립가능하지 않은데, 이는 한 포맷(이를테면, VHS 포맷)
으로 녹화된 테이프는 다른 포맷(이를테면, Betamax 포맷)의 VCR에서 재생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신경제에서 표준화와 표준화정책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쟁점을 소
개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표준화정책과 관련된 정책 이슈와
정책 수단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표준화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과 정책수단들을 소개하고, 제 III장에서는
IT산업에서의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제 IV장에서는 표준화와 표준화정책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들을 개관하고, 제 V장에서는 향후 연구과
제와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기로 한다.

Ⅱ. 표준화와 관련된 주요 개념과 정책 수단
1. 신경제, 혁신적 산업, 네트워크 외부성
최근에 주로 논의되는 표준화정책이 호환성에 대한 정책을 의미함을 앞 장에
서 살펴보았다. 호환성이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된 것은 이른바 신경제 시대의 도
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경제란 흔히 신경제 산업 또는 혁신적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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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상태를 지칭하는데, 혁신적 산업이란 기술혁
신,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급격한 기술 변화 등을 핵심적
특성으로 가지는 산업이다.2) 따라서 혁신적 산업에서는 “기술혁신이 왕 (Innovation
is King)”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적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소비자 후생이 기술혁신에서 유래한다는 의미이다.3) 통신, 반도체, 컴퓨터 소프
트웨어, 인터넷 등을 망라한 광의의 IT산업과 바이오기술(biotech)산업 등이 혁
신적 산업의 좋은 예라고 하겠다.
혁신적 산업에서는 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다수의 보완적 구성요소 또는 특
허가 필요하다는 전형적인 사실이 표준화라는 이슈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표준
화나 호환성이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다수의 IT 산업에
서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호환적인 제품이나 기술의 경쟁은 특정 재화나 기술로 쏠림현상(tipping)을 유
발하기 십상이다. David(1985)의 QWERTY 타자기 자판기가 표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 이후, 우연한 사건(historical accidents)에 의해서 열등한 기술
이 채택되고 그러한 기술로의 잠김현상(lock-in)이 일어날 수 있음을 학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하였는데, Arthur (1989)는 단순한 비전략적(non-strategic) 모형에
기초해 “채택의 수익 체증”(increasing returns to adoption)이 존재하는 경우에 우
발적인 사건이 이러한 유의 잠김현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네트워
크 외부성은 채택의 수익 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네트워크 외부성을 기존 경제학의 개념으로 이해하지면, 긍정적인 소비 외부
성(positive consumption externalities)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
재하는 경우에 어떤 재화 사용자의 증가는 그 재화에 대한 효용을 증가시키므
로 결국 그 재화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외부성
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화의 소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을 능
가하게 되는 것이다. 네트워크 외부성의 연구에서, 어떤 재화의 사용자 수를 그
재화의 “네트워크 크기”(network size), 네트워크 크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편
익을 “네트워크 편익”(network benefit)이라고 부른다.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 논문으로 David and Greenstein (1990), Katz and Shapiro (1994),
Park (2005b) 등을 들 수 있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직접적 네트워크 외부성과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편익
이 네트워크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직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이 현저
2) 혁신적 산업은 동태적 산업(dynamic industry)이라고도 불린다.
3) 기술혁신은 향상된 제품의 도입뿐 아니라 새로운 비지니스 메써드(business method)와
생산과정의 채택도 포함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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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좋은 예는 이메일이나 팩시밀리와 같은 통신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보완재들 사이의 연계(linkage)에
의해 발생하며, 하드웨어 수요의 증가가 (즉, 하드웨어의 네트워크 크기의 증가
가)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드웨어 소비자의 편
익을 증가시킴으로 발생된다.4) 디지털 융합과 관련해 특히 간접적 네트워크 외
부성의 중요성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IPTV나 VOD 등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의 전송은 주로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스트리밍의 전송과 재
생을 통제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과 디지털 콘텐츠와의 관계에도 이러한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외에도 컴퓨터산업, 방송산업, DVD
플레이어 등을 생산하는 전자산업 등에서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이 현저함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표준화 정책과 정책수단
혁신적 산업에서 표준화 정책은 호환성 설정과 관련된 정부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다른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사회후생(social welfare)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표준화 정책의 정책수단으로서는 법적 표준의 설정, 특정
한 표준의 인정 또는 불인정, 특정 표준을 설정할 표준화 기구의 지정, 국제 표
준화 동향에 관련된 정보 제공 등이 있다. 따라서 표준화 정책 자체가 정책수단
이라기 보다는 경쟁 정책과 같은 하나의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
쟁 정책은 경쟁증진을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기업결합의 불허나 조건부 승인, 각 종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나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법적 표준을 설정하거나 여러 가지 표준들 중에서 특정 표준(들)만을 인
정함으로써 법적 표준화 (de jure standardization)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표준화는 정부가 표준화를 자국 산업의 보호나 유치산업 육성과 같은 전략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정부는 또한 법적 표준화를 위한 직접적 정책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 기구의 지
정을 통해 특정 표준의 설정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TTA)는 공식적인 국내 정보통신관련 표준설정기구이다. 한편 정부는 법
적 표준화나 표준화 기구의 지정을 통해 표준 설정에 개입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자발적 표준화 (voluntary standardization)나
4) Liebowitz and Margolis (1995)와 같은 일부 연구자들은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을 긍
정적인 생산외부성(positive production externalities)으로 이해한다. 즉,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소프트웨의 가격의 인하를 야기하여서 시스템의 비용을 낮춘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외부성은 금전적 외부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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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사실상의 표준화 (de facto standardization)를 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업자 간의 자발적 표준화의 위법성 여부는 경쟁 정책의
관점에서 다뤄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경쟁 정책과 표준화 정책이 교차하
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화의 중요성은 정부의 공공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주요 영역이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아래 <그림 1>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는 기존의 공공
정책에 표준화 정책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표준화 정책을 통해 재화 시장
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기업의 경쟁 전략뿐 아니라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R&D 투자와 OSS (Open Source Software) 채택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 표준화와 기업전략 및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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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ark (2005b)

정부의 표준화 정책은 또한 정부의 무역정책, IPR 정책, 경쟁정책 등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되며, 상호 연동되어 집행될 수 도 있다. 표준화 정책과 다른 공공
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표준화 정책이 소비자와 기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제 IV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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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화 현황
정부가 법적 표준을 설정하거나 특정 표준(들)만을 인정할 경우를 법적 표준
화라고 부른다. 정부는 또한 특정 표준화 기구의 지정을 통해 사실상의 법적 표
준화를 달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 2 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정부가 CDMA를 법적 표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만의
TD-SCDMA 표준만을 제 3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법적
표준화를 이루고 있다. 현재 제 3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는 CDMA 계열의 CDMA
2000 1X (2.5G로 구분하기도 함), CDMA 2000 1X EV-DO, CDMA 2000 1X
EV-DV, WCDMA계열의 WCDMA (UMTS), HAPA, TD-SCDMA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채택되고 있는 표준은 WCDMA(UMTS)이다. 중국
정부의 TD-SCDMA 표준만을 인정하는 표준화 정책은 전략적 무역정책의 일환
이며 유치산업 육성 정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업자들의 자발적 표준화의 예로는 국제적 DVD 플레이어 표준이 각기 비호
환적인 포맷 개발 경쟁을 벌이던 두 컨소시엄들 간의 자발적인 교차 라이센스
(cross license)에 의해 설정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 표준화와 자발
적 표준화는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이라는 의미에서) 사전적 표준화에 해당되는
데 반해, 경쟁을 통한 사실상의 표준화는 사후적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을
통한 사실상의 표준화의 대표적인 예는 가정용 VCR 시장에서 VHS 포맷이
Betamax 포맷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사실상의 표준이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경쟁을 통해 사실상의 표준이 결정되는 예는 매우 드물다. 또한 표준의
법적설정은 기술적 중립성 (Technological Neutrality)이라는 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기술적 무역장벽 (Technical Barrier to Trade)으로 간주되어 무역 분쟁을 야기하기
십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무선 인터넷 플랫폼 표준
으로 위피(WIPI: Wireless Internet Protocol for Interoperability)의 개발 및 위피가 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의해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지원하였는데, 미국정부는 한국
정부의 위피 규격 의무화 추진이 기술적 중립성을 위배한다며 무역 분쟁을 야기
하였다. 결국 2004년 4월 한국정부는 위피 외의 다른 규격의 병행 사용을 미국과
합의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제3세대 이동통신에서 위피의 의무 사용 조항을 삭
제하였다.
최근에는 공식적인 국제적 표준화 기구(SSO: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를
통해서 표준이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IT산업 기술과 제품이 국제적
으로 통용되고 있는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IT산업에서 대
부분의 표준화는 이해당사자들 (stakeholders)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 국제적인
SSO들을 통해 사전적으로 달성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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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SSO에는 한 국가 내 표준화 기구와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한국정보
통신기술협회, 미국의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와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등이 일국의 표준화 기구의 예이다.
한편 국제적인 공식적 주요 SSO로는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EEE (Institute of Electronic and Electronic Engineers),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수 많은 SIG(Special Interest Group)라고 불리는 비공식적 표준화 그룹들이 존재
하고 있는데, SIG는 좁은 범위의 이해관계를 가지며, 주로 단일 기업의 기술 스
펙들을 다룬다.
전형적으로 SSO의 표준 설정 과정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흔
히 준 입법적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상이한 SSO들은 상이한 회원제와 규칙들
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Chiao, Lerner and Tirole (2007)의 연구는, 80 퍼센트
가 전자, 통신오디오 및 비디오 엔지니어링, IT사무기계 분야 중 하나에 속하는
SSO들 59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57 퍼센트의 SSO가 기업회원만으
로 구성되어 있고, 8 퍼센트가 개인과 기업 회원으로, 그리고 25 퍼센트가 기업
및 기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표준의 승인을 위해서는
34 퍼센트의 SSO가 다수결을, 27 퍼센트와 13 퍼센트는 각각 절대다수 투표와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였다. 대다수의 IT 기업들은 하나 이상의 SSO에 참가하고
있다. 일례로, Sun Microsystems은 1998년에 87개의 표준 설정 그룹에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하는 기업들은 순수 기술혁신자, 순수 제조업자, 기술개발과 제품생
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수직통합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SO는 가장 적합한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
어, ETSI Guide on IPRs (2006)은 “ETSI의 목적은 ETSI의 기술적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해결책에 기초한 표준과 기술스펙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5) 그러나 SSO를 통한 표준의 설정은 흔히 보완적인 특허를 소유하는 다수
의 (국적이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CAP Analysis
(2006)는 몇 가지 다른 카운팅 방법론에 기초해, 2006년 5월에 ETSI의 웹사이트
에 등록된 WCDMA 표준에 필수적이라고 선언된 특허 (essential patents declared
for the WCDMA standard)의 수가 8,474와 17,235 사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ETSI
는 필수적 특허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므로, 위의 필수
적 특허라고 선언된 특허의 수치들은 필수적 특허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허들
5) It is ETSI’s objective to create Standard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that are based on
solutions which best meet the technical objectives of E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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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를 의미한다. WCDMA 표준의 예는 혁신적 산업에서 제품의 생산을 위해
다수의 보완적 특허(complementary patents)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수의 특허 소유자들이 참가하는 SSO 과정에서, SSO의 IPR
정책은 IPR 소유자와 IPR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기술을 신속하게 표준으로 채택하는 데 목적이 있다.6)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IPR 소유자들이 IPR 이용에 대한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
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표준 선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시장지배력과 봉쇄특
허(blocking patents)를 이용한 홀드업(hold-up)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위가 제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SSO들은 표준설정과정 참가자들에게 특허
공개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terms) 필수적인 특허의 의무적 라이센스를 규정하고
있다.7) 동시에 대부분의 SSO들의 IPR 정책은 IPR 문제에 관한 법률적 토론을 허
용하지는 않고 있다.8)

Ⅳ. 표준화와 표준화 정책 연구의 경향과 쟁점
1.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제 II장과 제 III장에서 표준화와 표준화정책과 관련된 기본개념 및 정책수단
그리고 표준화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표준화와 표준화 정책이 사
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개관하고, 향후 연
구 과제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기업(또는 생산자)의 호환성에 대한 (자발
적) 전략적 의사결정과 소비자들의 표준 채택 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며, 나아가 표준화 정책이 기술혁신이나 무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
론적 논의들을 소개한다. 그러나 표준화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학술적 논의는
SSO를 통한 표준 설정의 핵심 요소인 IPR 정책과 SSO 참여자들의 불공정행위
가능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논의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개관을 마무리
한다. 한편, 마지막 순서로 표준화 관련 국내 연구들을 간단히 소개하는데, 국내
연구는 국제 표준화 현황에 대한 소개와 정보 제공을 주로 다루는 기술적인 보
6) 한편 일반적으로 SSO에서 IPR 사용자의 수가 IPR 소유자의 수를 압도한다.
7)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교차 라이센스와 특허 풀(patent pools) 등이 흔히 사용된다.
8) 실제로 SSO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자들은 일반적으로 특허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엔지니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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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2. 선행연구와 향후 연구 과제
1) 기업의 호환성 선택
Katz and Shapiro (1985)는 경쟁하는 제품의 표준화 또는 호환성(compatibility)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문제와 호환성에 대한 사적 유인이 사회적
유인과 일치하는가라는 문제를 경제학적인 분석틀에서 다루고 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호환성은 재화시장에서의 경쟁을 약화시키는 반면, 소비자의 네
트워크 편익은 증가시킬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재화시장에서의 경쟁의 약화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네트워크 편익의 증가로 인한 사회후생에 대
한 긍정적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호환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Katz and Shapiro (1985)의 모형에서는 호환성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능가함으로써 호환성의 달성을 통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즉 표준화가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환성 달성에 대한
사적 유인이 사회적 유인보다 크지는 않으며, 따라서 기업들 간 사적 계약 등을
통해 호환성을 달성하는 것은 항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Katz and Shapiro (1985)의 모형에서는 기업들이 재화시장에서 수량경쟁을 한
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경제학에서는 수량경쟁이 가격경쟁보다
경쟁의 강도가 약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수량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을 가
정한다면, Katz and Shapiro (1985)의 결론이 뒤집어질 수 도 있다. 실제 Katz and
Shapiro (1986b)의 모형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Katz and Shapiro
(1986b)는 3단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 1단계에서 비호환적인(incompatible)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경쟁기업들보다 앞서 사용자기반(installed base)9)을 충
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호환성 달성에 대한 사적 유인이 사회적 유인보다 클 수 있으며,
기업들은 호환성을 경쟁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호환성 달성에 대한 유인이 기업마다 다를 수 있는데, 현재 열등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미래 우월한 기술과의 호환성을 선호하는 반면, 미래 우월한 기술을 도
입할 기업은 비호환성을 선호하는 편의(bias)를 가진다.
호환성은 컨버터나 어댑터 등을 이용해 부분적으로 달성될 수도 있다. Farrell
and Saloner (1992)은 컨버터가 존재하지 않는 때 시장이 비효율적(inefficient)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나, 컨버터가 존재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어떤 기술이 오직 한 기업에 의해서만 공급될 경우
9) 사용자기반은 “기존 사용자의 수”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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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 기업이 컨버터의 비용을 높게 책정할 유인을 가지며, 결국 인터페이스
표준 설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반경쟁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소비자의 신기술 채택
IT산업의 재화들은 대부분 내구재이다. 내구재의 경우 소비자들은 신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할 때 신기술로의 전환 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
이다. 이때 구기술 사용자기반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며, 비호환적인 신
기술의 도입 시점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연구과제가 된다.
사실 사용자기반의 존재는 신기술 채택에 대한 사회적 유인과 사적 유인의
불일치를 야기한다. 신기술이 오직 새로운 사용자들에 의해서만 채택되는 경우
를 상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설정은 기존의 사용자의 신기술로의 전환은 느리게
진행되는 것에 반해 새로운 (또는 신세대) 사용자의 등장은 활발한 경우에 적용
될 수 있다. 따라서 구기술의 사용자기반의 존재로 인해 두 가지 외부성을 고려
해야 한다. 먼저, 신기술의 네트워크 편익이 초기 채택자들(early adopters)에게
충분히 크지 않아서 새로운 소비자들이 신기술을 채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신기술로의 전환의 혜택이 늦게 신기술을 채택하는 소비자들에게 주로 돌아
감으로 초기 채택자들이 보다 많은 전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신기술이
너무 천천히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과잉지체(excess inertia)라
고 부른다. 과잉지체는 구기술의 사용자기반이 크거나 신기술이 충분히 우월하
지 못 할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소비자가 신기술 채택
을 결정할 때 구기술 사용자의 네트워크 편익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구
기술 사용자가 ‘왕따 당할’ (stranded) 수 도 있다. 이 경우 신기술이 너무 빨리
채택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을 과잉동력(excess momentum)이라고 부른다.
Farrell and Saloner (1986a)은 소비자들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도착해 신기술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과잉지체와 과잉동력이 모두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10)
Farrell and Saloner (1986a)는 또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의를 더하고 있다.
첫째, 잠재적 사용자가 신기술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제품 공고(product preannouncement)를 통해 미리 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채택되지 않았을 신기술이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제품 공고는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둘째, 구기술을 제
공하는 기존기업(incumbent)이 독점기업이라면,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
으로 신기술의 도입을 막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 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킬
10) Farrell and Saloner (1985)은 모든 소비자가 동시에 신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완전한 정보(complete information) 하에서 대칭적 과잉지체가 일어날 수 없음을 보
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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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과잉동력이 충분히 중요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략적 가격설정은 사회후
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약탈적 가격
설정에 대한 법률적 규칙(legal rule)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셋째, 새
로운 사용자가 없고 기존의 사용자가 신기술을 채택하도록 전환해야만 하는 경우
에도 여전히 과잉동력과 과잉지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 신기술로 전환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전환으로 인한 다른 사용자의 네트
워크 편익의 손실을 고려한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이 일치되게 신
기술로 전환을 선호하더라도 각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이 먼저 전환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펭귄효과(penguin effect)리고 부른다).
Katz and Shapiro (1992)는 Farrell and Shapiro (1986a)의 모형을 더 확장하여 전
략적 가격설정 뿐 아니라 내생적(endogenous)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는데,11) 이 경우에도 과잉지체와 과잉동력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러나 Katz and Shapiro (1992)는 모든 소비자가 가격, 네트워크 크기, 향후의 제
품도입 날짜 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완전예견 균형(perfect foresight
equilibria)을 사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완전예견 균형에서는 소비자가 선택을
미루는 대안(option to wait)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내구재 분석에서 중요한
소비자의 선택을 미루는 대안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수가 없었다.
Choi (1994)는 기술발전이 비확정적(stochastic)인 경우에 선택을 미루는 대안을
고려한 2기 모형(two-period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2기 모형들은 다음과 같
은 가정들을 전형적으로 채택하고 있다.12) 제 2세대의 소비자(second- generation
consumers)는 오직 제 2기에만 생존하며, 제 1세대의 소비자는 제 1기와 제 2기에
걸처 생존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각 기내에서 소비자들은 서로 협조하여 파레토
최적의 (Pareto-optimal)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기술 채택에 대한 의사결정이 두
세대의 소비자들에 의해 두 기에 걸처 이뤄지기 때문에, 기술 채택에 두 가지 외
부성이 존재하게 된다. 먼저, 기술발전이 비확정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일찍 채택하는 경우, 제 2세대 소비자가 더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효율적
으로 협조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전방외부성(forward externality)이
라고 부른다. 다른 한편으로 제 2세대 소비자는 초기 기술 채택자(early adopters)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즉 초기 기술 채택자가 왕따당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왕따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후방외부성(backward externality)
이라고 부른다. Choi (1994)는 전방외부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후방외부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압도하며, 따라서 너무 빨리 기술을 채택하려는 사적 유인
11) 내생적 신기술의 도입이란 신기술 도입 시기를 신기술 도입 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2) 예를 들어, Katz and Shapiro (1986a, 1986b) 등도 동일한 가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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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표준화 과정에서 네트워크 외부성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 연구로는
Park (2004a)를 꼽을 수 있다. Park (2004a)은 네트워크 외부성이 수요외부성인
점에 착안하여, 이산적 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동태적으로 확장하여 네
트워크 외부성의 존재와 크기를 계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으
며, 이 모형을 미국 가정용 VCR 시장에서 VHS와 Betamax의 표준화 경쟁에 적
용하였다. 1980년대 VHS와 Betamax의 표준화 경쟁은 대표적인 네트워크 외부성
과 사실상의 표준화(de facto standardization) 사례로 알려져 왔다. 1980년대 VHS
와 Betamax VCR들 사이에 뚜렷한 기술적 우열이나 가격이 차이가 존재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VHS로 쏠림과 사실상의 표준화가 이뤄졌다. 추정 결과를 바
탕으로 Park (2004a)은 다음과 같은 확대재생산(amplification-reinforcement) 과정을
통한 쏠림현상과 사실상의 표준화를 설명하고 있다. 가정용 VCR 시장에 네트워
크 외부성이 현저해지기 이전인13) 1970년대 후반에 형성된 VHS와 Betamax의 사
용자기반의 작지만 의미 있는 차이가 네트워크 외부성을 통해 (즉, VHS의 네트
워크 편익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여) VHS와 Betamax의 판매량의
차이를 야기했고, 이러한 판매량의 차이는 더욱 큰 사용자기반의 차이로 이어졌
다. 더욱이,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함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확대재생산 과정은
VHS가 미래에 압도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예상
이 실제 VHS의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이점으로 특히 1980년대 초기에 작용하였
다는 것이다.

3) 기술혁신
Kristiansen (1998)은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신제품 도입 시점에
대한 R&D 경쟁과 호환성을 연구하였다. Kristiansen (1998)은 Choi (1994)의 모형
을 3기 모형으로 확장하였는데, 제 1기에서 두 경쟁 기업이 신제품 도입 시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Kristiansen (1998)은 제 3기에서 사용자기반을 가지는 데
서 비롯하는 이윤의 증가가 제 2기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따라서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최소한 하나의
경쟁 기업이 신기술을 너무 일찍 시장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른 신제품의 도
입을 위해서는 R&D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너무 빠른 신제품의 도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호환성이 상품시장에서 경쟁을 약화시키
듯이, 호환성은 또한 신제품 도입의 R&D 경쟁도 약화시킨다. 그러나 Katz and
13) 가정용 VCR 시장에 네트워크 외부성은 VCR과 영화 비데오 테이프가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의 보완적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 발생한다. 미국에서 영화 비데오 테이프 대
여점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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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iro (1986b)의 상품시장의 경우와 달리, 호환성을 통한 신제품 도입의 연기
는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Kristiansen (1988)의 모형은 제
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투자와 경쟁에 대한 고려는 없으며, R&D
투자는 오직 (품질이 확정되어 있는) 신제품의 도입시기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4) 무역정책
표준화 정책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략적 무역정책으
로서 표준화에 대해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Gandal and Shy
(2001)는 표준 인정 (standard recognitions)을 전략적 무역 정책의 하나로 고려하
여, 네트워크 외부성과 커버젼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 외국 표준을 인정할 유
인을 분석한 바 있다. Gandal and Shy (2001)는 (수평적으로) 제품 차별화된, 3개
국 3개 기업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만약에 커버젼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두 나라는 표준설정 연맹 (standardization union)을 형성하여 제 3국의 표준을 인
정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
크 효과가 중대하다면, 모든 나라가 모든 표준을 상호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Gandal and Shy (2001)의 모형은 그러나 선제적 (preemptive) 표준인정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표준인정의 지연 등과 같은 표준인정의 동태적 측면을 고려
하지 못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Kende (1991)와 Shy (1991)는 국
제적 표준이 라이센싱과 R&D 투자의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표준설정의 전략적 무역정책 측면을 고려하지 못 한다
는 한계를 지닌다.

5) SSO의 IPR 정책
앞 장에서 논의되었듯이, IT산업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SSO가 표준화를 달성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SO를 통한 사전적 표준화는 제품주기
(product cycle) 초기에 더 큰 네트워크 외부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제
품의 성공적인 시장도입을 돕는다는 이점을 가진다. SSO를 통한 사전적 표준화
는 또한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 할 표준을 구매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로부
터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며, 표준 내에서 브랜드 간의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14)
그러나 SSO를 통한 사전적 표준화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비호환적 제품들간
의 경쟁을 제거할 수 있으며, 가용한 표준의 다양성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15)
14)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협조적 표준화의 편익이 더 크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Lemly (2002)를 참고하라.
15) Farrell and Saloner (1986)와 Gilbert (1992)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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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rell and Saloner (1988)은 기업들이 비호환성보다는 어떤 표준이라도 설정
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어떤 표준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는데, 이런 경우 위원회를 통한 표준설정이 속도는 느려
도 사실상의 표준화보다는 효율적임을 보여주었다.16) 그러나 Farrell and Saloner
(1988)은 위원회를 통한 표준설정과 사실상의 표준화에 대한 기업의 예상되는
선택이 기술혁신과 R&D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표준설정 과정에 참여할 유인이 R&D 투자와 자신
의 기술의 우월성에 대한 전망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점 역시 고려
되고 있지 않다. 실제 Blind and Thumm (2004)는 특허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일
수록 표준화과정에 참여하는 경향이 더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설정
과 R&D 투자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
Shapiro (2000)가 지적하고 있듯이, SSO를 통한 표준설정 과정이 효율적인 표
준화와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이슈
이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표준설정 과정에 담합에 대한 동기와 경쟁법적인 우
려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특
허가 의견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결국 기술혁신을 늦춘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교차 라이센싱은 기존의 큰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고 작고
더 혁신적인 신규 기업에게는 불리할 수 도 있다.17)
표준화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학술적 논의는 SSO의 IPR 정책과 SSO를 통한
표준 설정과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Chiao, Lerner and Tirole (2007)의 연구
에 의하면, 연구 대상인 SSO들의 77 퍼센트는 특허 공개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공개되어야 하는 특허에는 심사 중인 특허 신청 건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있다. 또한 SSO들의 63 퍼센트는 FRAND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허 라이센스에 대해 오직 9 퍼센트만이 무료 로열티 (royalty-free) 규
칙을, 2 퍼센트가 할당(assignment)을, 2 퍼센트가 강제적인 라이센스 규칙을 채
택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IPR 정책들은 각기 다른 SSO의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Lerner and Tirole (2006)의 연구에서의 이론적 예측들을 확인해 주고 있
다. Lerner and Tirole (2006)의 연구는 (i) SSO가 기술 소유권자에 호의적일수록
기술 소유권자에게 요구하는 양보수준은 더 낮으며, (ii) 기술 소유권자에 호의
적일수록 표준의 질이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소유권이 있는 기술을 표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시장지배력 증가
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특허실시권자(licensee)가 선정된 표준에만 특정된 지
속적인 투자를 해야 할 수 있고 이러한 투자는 상당한 전환비용을 야기할 수
16)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개관은 Bensen and Farrell (1994)를 참고하라.
17) Krechmer (2004)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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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법이나 특허법이 합법적인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발
생하는 수익률을 IPR 소유자가 향유하는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
다. 따라서 메리트(merits)에 근거한 라이센스 조건과 표준에 포함됨으로 인한
라이센스 조건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8) 그런데, ETSI와 TIA 등과 같
은 주요 SSO들이 특허공개와 FRAND 조건으로 대표되는 IPR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배경은 특허 소유자들이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데 제
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박상인 (2007)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특허 소유자들은
사전적으로 특허 공개와 라이센스 계약을 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러한 사전적 공개와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은 자신들의 기술이 표준에 포함될
개연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IPR 소유자에 의한 자발적인 사전적 라이센스 조
건의 공개와 사전적 라이센스계약 협상 등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19)
DeLacey, Herman, Kiron and Lerner (2006)에 의한 SSO 사례연구는 표준화 과정
이 매우 경쟁적임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위의 연구는 다음과 기술하고 있다:
“표준들은 흔히 기술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다. 많은 경우에, SSO가 선택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망한 대안적 기술들이 존재한다. … 중요한 표준에 포함
여부는 기업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20) 사전적으로 불공정하거나 비합리
적인 조건들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표준에 포함되는 기회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
다. 둘째, 특허권자가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특허권자는 평
판(reputation)과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에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셋째, 표준은
기술진보를 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다음 세대 기술로 진화한다. 남용
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필수적 특허 소유자들은 동태적이며 진화하는 기술 설정
의 맥락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PR 소유자들은 상이한 표
준들이 존재하는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IPR 소유자들의
수익은 주로 표준을 실행하는 제품들의 판매량에 의존한다. 따라서 IPR 소유자
들이 부과할 수 있는 로열티는 하류시장의 제품 판매량에 지나친 손실을 유발
하지 않도록 제약을 받는다.
18) 예를 들면, 우회발명(invent-around)이 불가능한 필수적 특허의 시장지배력(또는 협상
력)이 표준으로 채택된 이후에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19) 이와 관련해 다음을 참고하라: FTC/DOJ Hearing on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olicy (2002) (Statements of R. Holleman, Apri. 18,2002) 2, available
at http://www.ftc.gov/opp/intellect/020418richardjholleman.pdf.
20) Standards are frequently formed at the time of an early stage of a technology’s evolution.
In many cases, there is a variety of promising alternatives that the standard-setting body
must choose between. … The impact on a firm of being included or excluded from an
important standard can be substa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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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주요 SSO에 의해 FRAND 조건이 채택되고 있지만, FRAND 조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FRAND 조건이 단지 모든 잠재적
특허실시권자와 선의로 (in “good faith”) 협상하겠다는 확약을 나타낸다고 주장한
다.21) 이에 반해, 다른 연구자들은 FRAND 조건을 필수적 특허 소유자가 특허침
해소송에서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22) 전자의 해석은 너무 애매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으며,23) 후자의 해석
은 현행 관례와 너무 동떨어져 있고 IPR 소유자들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킨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4) FRAND 조건에서 ND (nondiscrimination) 부분의 의미는
보다 분명하며, 유사한 조건의 특허실시권자에게 유사한 라이센스 조건을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FRAND 조건에 대한 논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fair and reasonable) 로열티에 대한 정의로 압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허(또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라이센서와 특허실시권자 간 정상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로열티란 표준이 채택되기 이
전에 라이센서와 특허실시권자 간 정상적인 협상(arms’ length negotiation)에 의해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수준이라고 주장되고 있다.25)

3. 국내 표준화 관련 연구의 현황
IT산업에서 표준 내지는 표준화 정책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특정 기술의
국제적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는 기술적 보고서들이 주종을 이룬다. 예를 들어,
권영환·최준균(2006)는 IPTV의 표준화 동향, 김종국(2007)은 디지털 시네마의 기
술 표준화정책, 김대중(2008)은 지상파 DMB 표준화, 강유성 외(2008)는 모발일
RFID 보안기술 표준화 동향 및 추진전략, 조재희 외(2007)는 WiBro의 표준화
및 기술 동향, 이강찬(2007)은 웹 2.0 관련 핵심 표준화 이슈, 윤상보 외(2007)은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표준화, 김상국 외(2007)는 3GPP2 UMB 기술 표준화
현황, 서정일·강경욱(2008)은 MPEG 오디오 표준화 동향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표준화, IPR 및 경쟁정책의 문제와 현황을 법적인 측면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개관하고 소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승재
(2008)는 통신산업에서 표준화와 IPR과 경쟁법의 조화 문제를 소개하고 있으며,
박상인(2007)은 유사한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접근들을 개괄하고 있다.
21) Geradin and Rato (2006)을 참고하라.
22) Miller(2007)을 참고하라.
23) Morse(2003)을 참고하라
24) Geradin and Rato (2006)을 참고하라.
25) Shapiro and Varian (1999)와 Swanson and Baumol (2006)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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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의 표준화 및 표준화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구
체적 기술 표준화 동향에 대한 소개나 개괄적인 이론적 또는 법률적 논의에 대
한 소개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술 표준화정책과 관련해 이론적 또는 실
증적 분석과 정책적 대안의 제시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Ⅴ.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IT산업을 포함한 혁신적 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
나는 표준화 정책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화 정책은 IPR, 무역, 경쟁
및 규제 정책 등과 함께 신경제 시대의 핵심적인 공공정책이다.
제 IV장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표준 설정 정책의 사회후생에 대한 이론
적 및 실증적 탐구를 축차적으로 진행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과 소비자
의 합리적 의사 결정 모형을 토대로 표준화와 기술혁신, 전략적 무역정책, IPR
정책 그리고 경쟁정책과의 관계 등으로 연구의 대상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론적 연구들이며, 실증적 연구는 드문 형편
이다. 표준화와 관련된 실증연구들이 희소한 이유는 대부분의 기술표준이 SSO
를 통해서 설정되거나 정부의 법적 표준화로 결정되므로 연구자가 충분한 자료
를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표준화와 표준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축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준화 정책이 기술혁신과 산업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초보 수준이다. 특히 정부에 의한 법적 표준화 여부는 산업의 진화에 심대한 영
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유럽과 미국의 제 2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표준
화 정책의 차이와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사업자들
이 자율적으로 특정 기술 표준을 선택하는 자유방임적인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결국 미국시장에서는 3가지 제 2세대 이동통신 표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단일 표준인 GSM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현재 유럽의
두 통신장비 생산업자인 노키아(Nokia)와 에릭슨(Ericsson이 경쟁기업인 미국의
Motorola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미국의 신규기
업인 퀄컴(Qualcomm)이 새로운 표준인 CDMA를 생산함으로써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법적 표준화가 무역 마찰을 야기하며 실질적인 기여도 미미할 수
있다. 제 III장에서 논의된 무선 인터넷 플랫폼 표준으로 위피의 규격 의무화 추
진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따라서 향후 표준화 정책에 대한 추가적 연구는 동
태적 측면에서의 산업 진화 효과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적인 SSO들에 의해 국제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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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설정되고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과 표준화 정책이 국가 간
협력과 갈등도 야기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SSO에 대한 기존연
구가 주로 IPR 정책과 관련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SSO의 형성과 의사
결정 과정을 다루는 연구들이 향후 필요하다. 또한 국가 간의 표준 설정과 관련
된 전략적 협력과 갈등에 대한 정책학적인 접근도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은 IT 산업의 비중과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표준의 설정과 표준 설정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접근 문제가 매우 중요하
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상의 표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들은 적어도 두 가지 정책
적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먼저, 국제 기구들에 대한 참여경험이 미약
한 국내의 기업들에게, 정부는 국제 표준화 동향에 대한 정보와 개별 기업들의
SSO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법적 표준화나 표준 설정 연맹의 구축 또는 자율적 표준화 지지 등과 같은 표
준화 정책 기조를 설정할 때, 이러한 정책의 채택이 소비자 후생과 기업 경쟁력
에 미치는 영향은 그 국가의 국내시장 크기, 기술력 수준, 수출 비중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
하는 경우에 기업들이 신기술을 시장에 너무 빨리 도입하는 경향을 선행 연구
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기술 발달이 빠른 IT 산업의 특성과 잠김현상(lock-in) 가
능성을 고려할 때 과속 투자는 열등한 기술을 너무 빨리 채택하게 하고, 더욱이
이러한 기술이 국제적인 표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IT 수출비중이 큰 국가는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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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ndardization Policy
Sangin Park
In innovative or new economy industries , standardization typically signifies
achieving interoperability and is an important business and government strategy,
especially in the presence of network externalities. This paper discusses basic concepts
in the standardization literature and critically reviews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f standardization and standardization policy. Throughout this discussion and
review, the paper highlights standardization policy as a new area of public policy in
the new economy and suggests related policy issues and policy instruments. The
paper also discusses future research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Key words: 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policy, network externalities, new
economy, innovative indust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