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사회정제적 효과와 새로운 규뱀의

가능성및표준학의전망

",

’ I I 영님대회교

사회가 더욱 다앙억되고 교류가 늘어닐수록 표쯤의 기능과 시회경제적 효
과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리 표증의 부정 직 효과톨 최소쩍하고 긍
징적 효과톨 최대회g 것이 요구될 문인 이니라

"증 자제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료 새로운 규엄으로 둥징하고 있다 표준은 용일성올 지양하연서도
최쇼 기증융 지시함으로써 질 농온 다양성올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
운 규영의 7 녕성을 가진 표준온 인긴 시회의 토대규엄므로 일전히연서 사
회과학적 독립 학문의 전망을 획득히고 있다 독지적 연구 대상의 존재와 이
론 및 밍업론의 일전 그리고 연구 걸괴덤의 혹적이라는 톡힘 학문 싱링의 조
건을온 각흔의 앙대얻 징적 올 용해 충분히 증영되었다 다인 사회학과 정치
혁적 시각용 보완하고 이혼피 잉업혼을 학제적으로 세계획히는 총흔적 작업

이괴제로닝이있다
쭈제 어

g쯤， 다앙성， 룡일성， 새로운 규엄 요§혁

1. 서 론
-갈수륙 우리는 아는 것이 적어진다”고 목일의 유명 저술가 앤젠스에르거 ( Hans

Magnus Enzensberger) 는 현대 사회의 지식 엉 랑에 대해 일강했다(Bolz 2002 , 42에서
재인용)

많이 알게 쉴수흑 정정 모르게 왼다는 것이다 이륭 역설로 풀어보연 얀

다는 딴단이 불가능한 정도로 지식의 영역이 무한히 확대되었다는 얘기다 특히
인터넷의 발당로 모든 지적 추구가 가놓할 정도로 정보가 흥수를 이루고 이 갱보
들은 자유로운 교휴올 흥해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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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관계에서도 교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1 995년 신자유주의적 세계
화를 대표하는 세계무역기구 ( WfO )의 설립은 새로운 무역 규범의 휠요성올 제기
하고

있다

뿐안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와 우역기술장벽

협정 ( WTOITBT

Agreement) 에서 제외된 환경과 보건 잊 안전 영역조차 국제객 무역규제의 수단으
호 이용되어 강대국의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생산윤 더 이상 생산자 (producer) 의 정유 영역이 아니다

소비자

(∞nsumer ) 가 단순히 상흥과 서비스등 구애하는 소비 주제에서 벗어냐 생산 과정
에 영향을 미쳐 상풍과 서비스의 연화에 기여하는 생비자(生뻐 fi. prosumer ) 로 활
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또한 역성로 용어보연

소 비 자의 힘이 강해지는 안

큼 기엽과 같은 생산자들의 횡포가 커져왔다는 것이다 이제 기업도 자신의 생산
영역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안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쳤을 뿐 아니라 그
힘이 매우 막대해졌기 때운이다
이 모든 현상은 다양성의 확대로 해석된다

강자의 획일성 주장에 대용하는 것

이 약자의 다양성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우규영의 다양성 속에는 언제나 약육강
식의 업 칙이 도사리고 있다 약자의 다양성 요구와 강자의 획일성 주장 사이에 다
시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다양성올 더욱 확대하여 질 높온 실
질척 다양성으로 발전시키고 무한경쟁에서 상호 알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새로
운규멍이 훨요하다

그러나 그 규엉은 국가가 선일적으로 규정하거나 시장에서 우규제적으로 생겨
나는 원리가 되어서는 안 왼다 국가사회주의의 폐단이나 시장자유주의의 실패용
우리는 역사에서 끊임없이 보아왔다 요컨대 사회 행위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규범

생산이 필요하다 그것을 표준이라는 새로운 논의에서 찾올 수 있다
사실 표준은 이미 우리 주연에 생활화된 현상이다 그리고 그것옹 비단 생산과
무역에 국한왼 것이 아니라 인문과 사회 각 분야에 널리 어져 있다 표준교과서나
한글맞충법홍일안 및 각종 도량형과 단체셜럽표준 동융 떠올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포괄적 규영으로 논의 되지 는 못했다

표준에 대한 학술적 판싱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재용 생산 기술 꽁정 풍
산업앙동에서부터 각종 제풍파 산업활동 분야 잊 국가표준기구에 이르기까지 각
흔은 충운히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표준에 대한 총흔적 논의는 거의 축적되지 옷
했고 새로운 규염의 가놓성에 대한 착상은 선우하다

g춘의 사회경제척 효과와 새로운 규엉의 가능성 잊 표준학의 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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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옥적옹 현대 사회의 표준의 중요성에 착옥하여 그 사회경제적 효과룹
경토한 후 새로올 규범으로서의 가능성과 학문적 성립의 전망올 논하는 것이다
때문에 총흔척 논의가 애우 중요하다

독자적 학푼의 성립옹 고유한 연구대상의

존재와 이흔 및 연구방법혼의 땅전 그리고 연구결과웅의 축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중 고유한 연구대상의 존재와 이흔 및 연구방법흔의 발전은 망대한 양의 각옹이
쭉척되었읍을 볼 때 중운히 인정왼다고 릴 수 있다 더용이 표순 연구의 이돈과 앙

엉온은 공학뿐 아니라 경제학과 행정화 퉁 사회과학 각 분야에 걸치고 있어 가히
학제적 땅법론의 축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글은 총흔적 논의를 흉해 표준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학문의 성험에 기여하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크게 표준의 개념과 기능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근
거로 표준의 새로운 규엉으로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하여 표준화이라는 독자
적 학문의 필요성과 성컵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왼다 이흉 위해 언저 드융
지안 그동안 발표된 총흔적 논의릎 살여보고 표준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그 확장
추세에 초정올 두어 고창한다

많지 않은 선행연구들에 대해 따로 지연을 한애해

살펴보는 것은 기 존연구들의 논의지명올 고창하는 것이 학문 성링의 가능성을 제
안하기 위해 애우 중요하기 때문이여

표준의 개녕과 기능을 살펴보는 것은 표준

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능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의 기능 확
장올 현대 사회의 다양성 확대와 함께 살펴옴으로써 그 사회경제적 효과가 악대해

집융 밝히고 이러한 다양성의 시대에 박대한 사회경제적 효과응 가진 표준이 왜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애깅 되어야 하며 또 그 가능성은 어떤지융 규명항 것이다

11.

표준에 관안 흥론적 선앵연구

드물지안 표준에 대한 총흔적 논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한글과 영어권을 살

펴붙 때 1) 깅영기 (2008) 김상규 (1 996) 김원중( 1989) 박기식

강대경(1 998) 융

1) 새효운 악운으로서 표준학의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요준이 륙영 '1 말전한 독일파

프랑스의 논의등도 살펴보아야 항 것이다 그러나 한정원 지연 내에서 시흔(!Jt~)적 논
의흩 옥g 호 하는 이 긍에서는 한계가 있융 수밖에 없다 특일파 프땅스에 대한 싱도
있는 논의나 이흉 포항한 종한적인 논의는 추후의 작업으호 냥져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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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 경 ( :rOI ) . 이기상(1 994) 퉁 여 섯 연의 한글 논문을과

(Auriol and Benaim 21αJO )

오리얼파 에 냉

패펄과 살로너 ( Farrell and $aloner 1985 )

호이트 ( Hoyt

19 19) 얘툴리와 유테 ( Manli and Büthe 2003) ‘ 얘튜흐와 레지보 ( Matutes ru얘 Regibeau
1989) 오스트로브스키와 샤츠(Ostrovsky and Sc hw an. 2005) 비영 ( V<al 1 1985) 둥
일곱 연의 논문틀 빛 블라인드 ( BI;ruj 2004)
( Gri찌ley

1995)

호긴스와 앤셀 빛 스키어

게이앨 (Gabel 1987

(Hawkins

씨 anse ll

199 1) 그원을리

and Skea 1995)

크라이

슬로브( Krislov 1997) 둥 여섯 연의 당앵본틀을 들 수 있다 21
김영기의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표준제도의 한계훌 논하연서
계의 확립 및 국제표준화 대용역량강화릎 위한 특별엉
위적인 법적

(가칭)국가표준세

제정용 제안하는 퉁 전망

제도적 개선융 제안하고‘ 깅상규는 표준의 역사흘 기술하였으며

김

원중은 사내표준에 초정용 두어 표준의 재정절차와 원리흘 당위적으로 서술하였

다

박기식

강대경의 논문과 융강슐

강대경의 논문옹 흑쩡한 경제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용해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의 경제적 효파률 분석하였고

이기상은 표준

의 비 용 연익올 이흔적 a로 고활하였다
그중 김병기의 논문은 표준에 판한 가장 포왈적인 논의를 혈쳤으나 국가표준제

도의 법적 제세 정 비 에 치중하였고 김원중과 김상규의 논운은 분석적이 라기보다
역사와 사실에 대한 기술에 가강다 깅병기의 논문은 륙히 다양성과 홍일성의 효
과릉 상호 충올하지 않게 장 설명하고 있는 안연

김원중과 김상규의 연구들은 홍

일성의 기능에 한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악기식

강대 경 잊 윤강술 강대경

의 논운은 경제학 왼리흘 갱교하게 적용하여 분석적인 결과를 도충하였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외부 효과에 한청했으여

두 논문응 사실상 대부운 동일

한 내용올 가지끄 있다 이기상의 연구는 실제 효과의 계향적 분석의 한계를 언급
하연서 이흔적 측정에 집중하여 표준의 비 용 연익융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러냐
이 논문도 정제적 효과에 치중하여 이 글이 옥적으로 하는 총흔적 분석의 일연올

얀족시키는 떼 머울고 있다

21

그악에 요준 판련 기구에 근우한 설우천운가를이나 g준 관련 기구가 직접 땅간한 용헌
을도 있다 그 대표적인 운현둥용 꽁업진흥갱

1994 기슐표중핀 2001 깅창수 2001 신
영재 2007 최종싼 1997 한국산업기융진흥협회 1999 한국표준형회 2007 퉁이 다 그러
나 이 글동온 요준용 보급하혀는 욕적으로 제작왼 안증 학슐걱 논의와는 꺼리가 영어
이글에서는셰외한다

표준의 샤피경셰씌 효과의 씨로훈 규엉의 가능성 잊 g훈악외 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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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포활적인 논의는 당앵온률에셔 찾융 수 있다 그린툴리 (Gri찌 ~y 1 995) 의
역사와 사헤 분석 및 크라。l 슐로브( Krislov 1 997) 의 국가와 요중외 판계 운석융 제

외하연 모두 총흔적 입장에서 방대한 판싱용 표충한 문헌툴이다 그러나 이 문현
등도 대우분 경제학적 논의에 한갱되어 있어 학제적 논의로의 와대가 필요하다
곧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 이해 당사자을 간의 갈둥 조정 이 명요하다
고 언급외어 있올 뿐 이 잘퉁이 표훈의 기놓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판되어 있고
또 어떻게 정치적 조정이 가능얻지에 대해서는 논구하지 옷했다

정책적 판싱올

보이기는 했으나 이 판성도 표준기구와 국가의 표준 쩨갱과 확산 정책 혹옹 천략
에 어용렀다 이것은 지금까지 표준얘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에서도 이후어지기는

했지안 주로 경제학과 앵갱학에 국한왼 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III. 표준의 재녕과 기놓의 확장
1 표준의개념
영어의

스탠더드 (，ta쩌an! )와 한자 표기의

고 있다(김상 얘 'lOO7. 6긴)

표준 (1Ilit!)용 유사한 어왼융 가지

스탠더드’ 의 어원인

stand hard 는 전쟁 터에서 지휘

판륨이 영령용 내리 는 신호 깃딴용 세우는 집결지 용 의미하여
내건 안표(iI!명)로서 측정용 위한 기준 용 의미힌다

lIl i~ 옹

여기에서

높아

유래하여

sω잉an!' 는 측정이나 강조용 위한 비 교의 근거나 기준 이라는 의미용 띠게 되었
으며

우리알의

표춘 도 ‘사올외 정도용 정하는 옥요나 기준 혹용 규격 ( '국어대

사전. 2(01)이라는 뜻으로 확엉되었다
어앤으로 융 때

스탠더드 와

표준 에는 권력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공

-표준옹 아우나 셰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올 가진 소수나 공인원 다수에 의

해서 설정 되 는 것이 상에‘。l 며
가 커지는 성격흘 지니-지안

-표준용 수용하는 사랑의 수가 많올수록 그 가지

-표준용 수용하는 사랑을도 표준의 권력이 작동하는

대 중요한 역항올 당당한다" (김상애 2007 , 6) 는 것이다 표줌에서 그 권력온 자발
적 수용의 대상。l 되는 긍갱객 의이의 권위를 일힌다 소비자의 자망척 션택얘 따
라 이 권위가 찌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연 권위없는 권력으로서 오래 지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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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된다 뿐얀 아니라 국제적으로 표준화기구의 한똥이 항일해지고 마케팅 전략

의 비중이 커지면서 시장의 선댁에 따흔 ‘사실상 표준 ( de faclo staωan! )‘ 안이 아니
라 공공기관이 제갱하는

공적 표준 (de jure standard) 의 결정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있다
대표적인 국제표준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 (150) 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lliC ) 의
규갱(15α'lEC Guide 2) 은 이러한 표준의 성격올 잘 안영하고 있다 즉 표준은

공

인원 기판이 공홍적이고 안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합의에 의해 제정하고 승얀 한 것
으로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객의 질서를 확립항을 옥적으로 하는 할통이나 그

경과를 위한 규칙 혹은 가이드라인이나 특성올 제시하는 도큐엔트-라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와 우역기술장역 협정 (wrormT Agreement )’ 도 이를 준용하 여 -규
칙이나 지칭

또는 상풍의 특성이나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

인 사용올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공인된 기관에 의해 숭인외고 그 준수가 강

제적이 아닌 도큐벤트" (Annex 1 )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유럽의 지역표준기구인 유

럽표준화위원회 ( CEN ) 가 규정하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는 유업표
준화위원회 유정 (EN 45020 ) 도 역시 표준융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에 의혜 수용되며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공인왼 기 구

혹은 앙동이나 그 결과물을올 위한 안표

라는 공용의 안옥적인 용도를 위해 제공되는 도큐앤트-라고 규정혔다 이 규정틀
의 특정옹 표준올 비강제적 도큐벤트(문서) 라고 갱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정의들은 자발성파 합의성에 큰 의미륭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연으로 이 갱의틀은 표준의 형식올 도큐엔트 에 한갱항 뿐안 아니라 과학기술
척 표준에 초정올 두어 언어
홍

관습

가치

권리

부호

법규

놓력

태도

행동규엄

책임 및 전

의우릉 망라하는 인운사회적 성격올 배제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표준이 인운사회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정에서 이러한 규정

은 중요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반연

우리나라의 표준 정의는 이러한 한계로부터 다소 벗어 나 있다 기술표준

원은 한국산엽규격 ( K5 A 300 1 ) 의 규갱에 따 라 표준올 -판계되는사립을 사이에서

이익이나 연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홍일
능

놓력

동작

절차

정-이라고 규갱했다

3)

앙엄

수속

책잉

단순화흉 꾀할 옥적으효 울셰

의우

성

사고방볍 퉁에 대하여 정한 철

한국표준협회도 이률 받아 -표준이란 관계되는 사랑플 사

이에서 이익 또는 연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홍일

단순화흘 도모할 옥적으로

표준의 사회경재적 효과와 새로운 규엉의 가능성 및 표준악의 정앙

울에

성능

사고앙엉

능력

배치

상태

동작

정자

땅엉

수속

책잉

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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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개녕 둥에 대하여 규정한 경정 이라고 영기함으로에 상대적으로 유연

한 정의률 내펴고 있다(한국표준형회 2007. 19).4) 곰 사고방법아나 개영 짙은 용
어등올 부가하여 인문사회적 혹은 사회문화적 표준까지 포팔했으여

문서

대신

‘걸정 이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시야을 확대했다 여기에 관습과 가치에 대한

고왈을 멋율인다연 얘우 포팔적인 시 각이 마련원 것이다
표준융 오든 인간 삶의 영역올 앙라하는 새로운 규볍으로 보는 취지에서는 과학
과 기술의 영역에 한정하거나 성문화왼 문서인 도큐앤트에 한정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 즉 예쟁파 언어(예륜 틀어 맞충법통일안) 혹옹 학술적 기준이나 억옥 혹은

사회적 책임 같은 관슐과 가지도 포항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형식은 반드시 성
문적일 휠요가 없으며

실제로도 용운 형식의 판습과 가치가 우리 주연에는 적지

않다 또한 인문사회적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확장할 때 표준은 -어떠한 사상이 미
래흘 예측하기 어려올 때 이블 예촉할 수 있는 상태로 질서갈 잠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한국표준형회 1JYJ7 , 32) 까지도 포항한다
위

풍질 등의 측정 원칙이나

공정

따라서 표준은 ‘우게

분석방영 퉁의 기술

정량

범

혹은 사회문화적 관습

이나 가치 둥이 합의에 의해 걸정왼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려한 규

정에서는 공인왼 기관 이라는 의미에 엉얘일 핑요도 없다

사실상 표준 에서 옹

때 표준은 반드시 공공기판에 의해 인정되는 것안은 아니기 때운이다 따라서 자

융적인 당사자틀 간의 계약이나 욱시적인 사회척 인갱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2

요준의기능

전흥적으로 표준응 호환성 확보
놓올 수행해 왔다

기온 용젤 보장 정보 제공이라는 세 가지 기

그러 나 연 화와 다양성의 시대를 거치연서 세풍과 공정뿐 아니

라 제도와 경영 및 문화와 윤리의 영역에도 확대되어 이제는 법륜의 대에 개녕으
3) 기술표준원

'Ji준화한?

." hnp: 1f‘ ww.sta n dard .go .krlcode02/userfOAI02I StdO미 l ine_

[ ntro.asp꺼01 ，κ:ode=$TAUÜ1Q20I(경색일

2009.9.21)

4) Ji준의 분휴와 판연에서는 기슐요춘원도 기판 용때이지애서 과학기숭계 표준과 인문사
회적 g 준올 운려하여 언급하고 있다

OI_04_0 1 .asp ( 경색일 2009.9.2 1) 창조

“

hup:llwww.ka .go.krlhlmlbusines5 이 Istalldar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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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지 퉁장하고 있다 ( HaJlström 2004 , 3- 15)

그리고 변화와 다양성의 시대률 넘

어 표준은 우역 규뱅 사회통합 수단 사회적 책임 (S R ) 이행 수단 기업경영 전략
기술혁신 도구 지속가능발전의 도구로도 기능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경

문화 행정

노동 환

복지 및 윤리에 이르기까지 표준의 기능온 더욱 와장되고 있으며

실제 각종 표준화기구들이 이 운야등에서 표준올 제정하고 있다
호환성 확보는 제용의 기능이나 성능융 유지하연서 장치나 기기의 우풍 퉁 구성
요소룡 다른 기기의 요소와 서 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조화가능성 (compatibility ) 과
치수나 형상올 홍일하여 성능과 기능융 대셰할 수 있는 교체가능성(i nteπhangeabil ity )
융 확보하는 것올 앙한다 특히 생산공정에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생산원

가릎 절강하고 공급을 원훤하게 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 (economies
이 g띠，)를 가능하게 한다 공 표준은 생산공정의 복잡성융 단순화하고 표준을 통
해 통일함으로써 호환성올 확보하게 하여 대량생산과 규모의 경제흥 가능하게 하
는 것이다 5)
기본 용횡 보장 기능옹 제풍이나 서비스의 기본 풍질 요건올 마련하고 이 최소
한의 요건을 얀족시키도록 하는 것올 의미한다 이 기능옹 소비자의 기대에 부용
하고 흥청한 거래틀 보장하기 위해 볍
다 표준은 또한 환경

제도와 연제하여 강제 적용하는 경우가 많

안선 보건 분야에서 생환의 연익을 층진하고 삶의 정올 향

상시키는 기능올 수앵한다

표준의 내용은 사실상 정보 자세라고도 할 수 있다 유격을 단순화하고 홍일함
으로써 호흰성을 확보한다거나 최소한의 풍첼 기준올 쩡해 이릎 지키도록 할 때
그 규격과 용정의 내용은 일정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수행하는 기웅이 정

보 제공이다 호환성 확보와 기온 용질 보장의 기놓은 표준 정보 자셰만으로 발휘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갱왼 표준이 엄이나 제도 혹옹 생산과정올 흥해 제풍이나 서

비스에 적용된 후에야 비로소 소비자를 비롯한 표준 사용자들에게 말휘왼다 안
연 정보 제공은 표준 자체가 소비자와 표준 사용자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이들에
의해 이용외는 정보로서의 기능이다

5)

단순화와 봉일화를 용한 복장성의 저강용 또 다콩 표준의 가능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예용 융어

Blìrxl 2004 , 13-23)

그러나 단순화와 용일화가 욕장성의 져갑융 가져오고

이 욕강성의 저강용 결국 호환성으로 구|경 '1 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욕장성의 저장을 호
환성에포앙시킨다

표춘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새표용 규엽의 가놓성 잊 표준학의 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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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표준응 더 이상 전풍객 기능안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 새 로운 기
놓으로 꽁을 수 있는 첫 번째가 우역규엄으로서의 기능이다 국제표준기구틀이 환
경

보건 안전 퉁에 관한 국제표준융 제정하는 것은 이 부문들이 국제 우역경쟁의

수단이 됨으로써 인간의 행복추구권올 칭해하는 것 을 앙지하기 위얘서다 특히 현
실주의 업장에서 불 때

국제정서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작용하는 무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제협약이나 기구들조차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회생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회원국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제갱할 수 있는 규칙이 보
장왼다연

국가을 간 합의에 의한 국제표준올 통해 이러한 우역경쟁올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표준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무역 규법으로 작통한
다

즐쩌 표준은 사회통합수단으로 기능한다 세계는 정지에서 시작하여 산업과 정
보에 이르기까지 통합의 역사를 거쳐 왔고

앞으호도 통합의 역사릉 장조해 나갈

것이다 어느 사회이든 통합은 규엄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규영이 강제적이 아니

라 동의와 함의를 통해 이루어질 때 통합은 보다 경고하고 오래 지속휠 수 있다
또한 동의와 합의에 기반하여 생성된 규엄은 다시 사회 적 용의흩 거쳐 그 유용성
과 실익을 인정받올 때 모든 사회구성원틀에게 강제성올 띠는 약속 내지 법플로

제정의기도 한다 그리고 기존의 규엉이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새로운 규멍이 동장
하는 것올 롤 수 있는데

그것응 그 유염이 동합의 기능올 상실했기 때문이다 표

준은 동의와 함의를 기반으로 하고 자발적 수용융 션제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동

합의 기능올 수행항 수 있으며

현재 국내

국제적으로 새로운 통합 규멍으로 풍

장하고있다
셋째

표준은 사회적 잭잉 ( SR : Social Respon히 bil ity) 의 이행 수단이다 세계는 경

제사회의 통합뿐안 아니라 다든 다양한 영역툴의 통합으로도 나아가고 있다 그러

나 세계는 여전히 군사적 알력이 아니라연 경제적 다웅의 장이다 따라서 경제적
갈둥과 다톰이 심해칠수혹 국제사회에서도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
구가 높아져왔다 그에 따라 사회적 잭잉은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판
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미 2002년부터 국제연합 ( UN ) 은 유엔환
경계획 (UNEP ) 의 국제협약 (Global Compact) 을 용해 기존의

(CSR) 에서

기업 을 삭제하고

기엽의 사회적 책임

사회객 책임 ( SR) 이라는 용어로 변경했고 이어

2ω6년에 는 국제표준화기구(150: Intcmational Organization for S tandardiz.a!ion ) 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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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올 흥해 사회적 책임을 인권

노동

국제표준을 제정키로 합의하였다(정형기
넷째

반부패

환경 퉁의 부문으로 확장해 판련

2008 , 42)

표준은 기업경영 전략으로 기능한다

계획 ( Plan ) 하고 실시 ( 00) 하고 확인

(Che< k ) 하고 실행 ( AClion ) 하는 것은 표춘 시스댐의 전형적인 엉 무 추진 방법 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엉의 도입은 맨처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 키는 데 핵싱적인
역할올 한다 즉 요준이 제정되는 과갱에서 많은 기업경영의 경험융 가진 전문가
을의 초언을 듣고 각종 보고서룹 장고하기 때문에 표준은 투자의 위험요소릎 알려
주고 경영 성파의 지륨길융 제공해 주는 것이다

다섯째 표준은 기술혁신 도구이다 표준화된 기술응 이미 그 내용과 정보툴 공
개한 것일 뿐안 아니라 당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며 대부분 가장 앞선
기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준 기술은 새로운 기술올 개방하고자 힐 때 가장 기본
이 되는 지표이다 때문에 표준올 얄연 학습 효과뿐 아니라 실패훌 최소화힐 수 있
는 간정경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다시 말해 표준은 기술경제적 혜택융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 (state-of-the-an ) 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 사혜
로부터 신뢰성올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판앵 (best practice) 올 발견하며 개딸 목적
에 가장 근접한 ( fitness for pU!lα>sc) 기술올 개 l강하도록 유도한다
여섯째

표준은 지속가능딸선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우정제한 경제양전의 문제

는 사회홍합과도 판련원다 사회통합의 문제는 실업과 빈곤 문제의 해결 같은 경

제사회의 동합뿐안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의 삶올 보장하는 것도 포항한다 또한
환경과 판련왼 삶의 정 보장도 진정한 사회통합올 외한 주요 요건 가운데 하나다
표준의 지속가능발전 수단 기능은 경제발전이 저해할 수 있는 환경보전과 사회통
합의 운제룹 고려하여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이 함께 이루어지는 말전옹 추구한다
실제 2006년 국제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의 협정은 표준의 기 능올 더육 확장했

다 사회통합파 환경보호릎 표준으1 대상으로 포함시켜 표준을 지속가능발전의 도
구로 확립한 이 협정응 교육 문화 행정

옥지 및 윤리 같은 더 많옹 관련 영역을

로 확대휠 수 있 는 여지용 갖추게 한 것이 다 이릎 동해 확장된 표준이 기놓하는
영역은 위기관리
꽁꽁행정

건셜 교동 교육 소방 앙재 환경 노동 문화관광 정보보안

채무 예산 해양수산 올류유흥， 보건복지 및 윤리에까지 이르고 있다

(정 병 기 200S,46-48)6'

표준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새로운 규엉의 가능생 및 표준학의 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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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표준의 샤외경제적 효과

1 표준의긍정적 효과
표준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실로 악대하다
표준의 영향하에 있으며

세계 무역의 약 80% 가

유럽연합은 사회홍합의 도구로서 g준응 매우 중시하고

있다(깅창수 2001 , 2) 독일표준협회 ( DIN : De utsches Institut fur Nonnung) 는 독일에
서 표준이 창출하는 정제적 효과를 연간 1 00억 유로 ( E""，)로 추산하는데

이는 톡

일 GNP의 1 %에 해당한다고 한다(Dl N 2，α)4 ， 6).1) 영국표준기구 ( 8SI: Britîsh
Sta<Kl녀rds lnslitution ) 도 표준화에 의한 노동생산성 상숭 효과가 1 3% 에 이른다고 영

가하며

오스트레일리아표준기구 ( SA: Standards Australia l 도 국가표준이 1% 증가

하면 생산성도 0 . 1 7 % 상숭한다고 보았다(정영기

2008 , 55) 그밖에 사회적 책임파

안전보장 및 기본용질 보장 가능에 따픈 사회걱 영향도 비륙 계량적 측정응 어협

6) "춘 기능의 확장에 대한 그래픽옹 기슐g준원 연구판 션향 악사의 도용융 받았다

7) 요준화의 경재적 효과 전안에 대빼서는 D1 N. 2OO)a와 2000b용 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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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사회 전반적으로십대한것으로나타나며 갈수록증가하고있다
이와 같이 표준이 미치는 악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표준의 본첼객 기능이 산출
하는 표준화 효과를 통해 가능하다 표준의 효과는 크게 수확체중 효과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 확장성 효파 및 공공성 효과로 나눌 수 있다

표준의 첫 번째 긍정척 효과는 수확제증의 효과이다 수확체중 효과는 한 아디
로 일단 시장에서 성공한 제풍이나 기업
업은 계속해서 성공하는 안연

환류 ( positive fc뼈 ""k )

다시 말해 표춘화룡 획득한 제용이나 기

실패한 기엉은 계속해 서 실패하는 이흔바

긍정적

효과를 의이한다 어떤 제용이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아

가기 시작하연 그 앞선 것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앞서 나아가는 선말자(光짧염)
이익이 극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격이나 기술에서 우위흘 가리
기 힘든 재풍들이 경쟁하고 있을 때

긍정적 환류 현상은 초기의 작은 우위성에 의

해 어떤 하나의 제풍이 표준화되연 이 제풍이 시장 천세를 장악하여 고정되는 장
김 현상(Joc k.in ) 으로 연경왼다

이러한 원리가 작용하는 표준화 경쟁에서 기업은

초기 수요자 선정융 풍해 선순환 효과릎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 확보 전략융
오색한다(현대원

김광재 2007 .

77)

수확제증이란 노동시간이 추가될수콕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규오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와도 겉은 의미이다 수 확체중은 륙히 전기 가스 철도 전화
스스레기 처리 같은 자원독정형 산업에 적용되는 효과지안 최근에는 하이테크 산업
에도 이 효과가 적용원다고 알려져 있다 ( Arthur 1996)

무엇보다 지식주도형 경제

에셔는 미래의 기술올 누가 언저 선정하여 표준화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표준
올 획득한 기업은 그 표준이 가져오는 악대한 경제적 이득뿐안 아니라 기술 혁신

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긍정적 환류 효과가 더 욱 커진다 또한 경제적
이익과 기술 혁신은 관련 제용과 서비스로 확산되어 또 다시 환휴됨으로써 이른바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로 인해 수확체증 효과는 더욱 중쪽왼다
둘째 네트워크 외부성 (Network E.J‘ temality) 효과는 -각 경제 주세가 특정 재화를
사용하여 획득하는 효용이 특정 재화와 호환적인 재화흩 사용하는 소비자가 않올

수록 그 재화로부터 영올 수 있는 효용이 커징 을 알한다(현대원 외 2007 . 72 ) .s>

8)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는 네트외크 효과라고도 힌다 그러나 간정적인 네트워크 외우성
효과까지 포항하는 개녕으로서는 네트워크 외우성 효과라는 용어가 더 적정하다

표준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새로웅 규엉의 가능성 잊 요준악의 전앙

표준화는 기본적 3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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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당해 제용

의 수요자들 사이에서뿐안 아니라 유사 제용들의 공급자 사이에도 존재힌다 네트
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혼란을 방지하고 생산과 유흥올 원한하게 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가 표준화인 것이다 또한 당해 제풍뿐만 아니라 호환성올 가진 다

른 제용들의 수요가 많아질수록 당해 재풍의 수요는 다시 커지게 원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크게 직접적인 형태와 간겁적인 형태

두 가지로 나타난다

직접적인 네트워크 외부성은 동일 재풍 사용자의 수가 중가함으로써 직접 야기되
는 효용의 증가등 의미하며

간접적인 네트워크 외부성은 호한되는 상풍 즉 보완

재의 종류와 수가 증가합에 따라 그 제풍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응 알한다 직접적
인 네트워크 외부성은 인터넷 포탈

커뮤니티 둥 옹라인 서비스 분야처럽 네트워

크 안에서 상호 소통하는 것 자체의 효용이 블 경우에 잘 나타나여

간정적인 네트

워크 외부성 은 운영체제( M1S ) 운야 같이 파급 효과가 큰 영역에서 장 나타난다
셋째

확장성의 효과는 국제표준화하는 경향융 일한다

확대되어 왔으며

표춘의 영역은 우한히

그에 따라 표준화도 그 외연올 확장해 이재 표준화를 국내 차원

에서얀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제표준올 국가표준으로 수용하는가 하연

국가표준용 국제표준으로 수렴하려는 경생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준은 우한히 와장되고 있는 것이다
물흔 표준응 네트워크 외우성 효과를 지닝요로써 그 자셰로 이이 확장성올 띠고
있다 그러나 이제 표준화는 일국 내에 어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현상과 더융어
국제규범화의 성격을 내 연화했다는 정이 중요하다 말하자연 표준화의 국제성 혹
은 지구적 확장성은 새로운 기슐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성격이자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꽁꽁의 이익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표훈은 꽁꽁성의 효과룡 갖는다 현
대 사회에서 표준화는 자연얄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조직적
인 작엽을 통해 공적 표준을 생산하는 망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표준화의 중
요성은 바로 공적 표준의 제정과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만용 표준과 표준
화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운이다 공공성과 강제성융 기준으로 표준과 기술

규정올 구분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표준은 이미
인간의 삶과 문화를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어서 공공성올 언급하지 않고
는 표춘을 논항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지만 표준은 법규화하지 않는 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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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히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바로 이 정이 표준에 대한 합의와 동
의의 수준올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은본적으로 표준옹 그 제정뿐만

아니라 활성화에 있어서도 자발성파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다안 강제성을 띠어서

라도 공공익 이익을 보호할 휠요가 있을 때 표준은 강제적 엽령으로 작용항 수 있
을뿐이다

표준은 일단 제정되연 다수의 수요자를 창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
간 삶의 질과 연걸왼 영역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적함한 제용과 꽁청
및 서비스를 권고하는 것운 국제표준기구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사람을의 요구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대에는 않은 동조자들올 동왼하기도 한

다 그밖에 삶의 절과 직접 연경되지 않은 경제 부문에서도 사회적 책임 ( SR ) 이 표
준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하연서

표준의 공공성 효과는 더욱 확대되었다 직접적

이든 간접적이든 인간 삶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운일수흑 사랍등
의 판싱은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표준의 영역은 이러한 부문으로 우선적으로 확

대될 가능성이 크다

2

표준의부정적효과

표준의 사회경제적 효과틀이 반드시 긍갱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효과
툴과 직

간접적으로 엉혀서 1강생하는 부정적인 효파틀도 있다 그 부정적 효과로

는 고착화 현상과 양운화 현상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네트워크 효과와 직접 판련

원 부정적 파급효과도 있다

그렇지만 이 부갱적 효과를은 긍정객 효과들과 잊몰려 발생하는 만큼 긍정걱 효
과을올 충분히 살리연 미연에 방지핑 수 있다 또한 부정적 효과을은 대부분 무한
경쟁이 난무하는 사실상 표준 에서 자주 나타나므로

‘공적 표준 의 구속력 확대

를 흥해서도 일정한 해결이 가능하다

부정적 효과의 첫 언째는 고착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표준이 숭자독식에 따른
독정화 에단올 초래하여 새로운 도전의 기회률 가로악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며 네
트워크 외부성 효과블 통해 소비자을의 과도한 관성을 유발하기 때운에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되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관성은 이른바 션환비
용 (swiκhing COSI) 때문에 발생한다 ( Porter 1980)

곧

시장이 하나의 기 술에 이이

g준의 사회경재적 효과와 새로용 규엉의 가둥성 및 요춘학의 전양

고착되었다연

101

소비자들은 다른 기술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학습 시간과 새로운

재풍 구입 같은 비용용 지왈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확제증 현상이 적
용되는 경제에서는 그 과정에서 제풍 선택에 진입장역으로 작용할 보조금 같은 션
환비용도 이미 증가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댁은 더욱 어렵게 왼다
이러한 고착화 현상이 말생하게 되연 독점체의 전행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표준화 기구를은 일정 기
간이 지나면 기존의 표준에 대해 다시 정검하고 그 개혜를 논의하여 고착화 현상
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실 독과정에 의한 에단은 표춘화기구안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법규흉 흉해 부당한 옥과정의 행위융 자단하는
것이 펼요하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행위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점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표준화 기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표준의 새로운 기능 중의 하나인 공공성의 효과릎 충분히 살려 사회적 책임에 대
한 표준화 작엽올 와대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휠 것이다
툴째

수와체중 효과 및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로 인해 양극화 현상도 나타난다

기술적 우위릎 바탕으로 국제적인 표준이 형성되연 기술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가
와 기업을응 이에 총속힐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종속판계가 지측왼다연

표준 선정자와 냥은 자툴의 양극화가 심화된다 특히 첨단기숭의 경우 표준을 션

접한 선진국의 옥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놓성
은 훨씬 높다 더욱이 적절한 기술 개방을 의무로 하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에는 표준화에 실패한 국가와 기업들이 과
다한 로열티릎 지불해야 하는 경과가 생기기도 한다 모든 판련 내용틀의 독정을
허용하는 륙허에서 이 문제는 가장 청에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시장에 암겨진

실상 표춘 에서도 문제는 역시 아찬가지이며

사

표준융 지정만 할 뿐 기술 공개와

같이 표준과 관련왼 책임이 수행되지 않올 때에도 결파는 마찬가지다 곧 양극화
는 독정화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표준화 영
역으로 확대하여 공공성의 효과률 극대화하는 것이 한 앙띤이 왼다
또 다른 측연의 양극화로 고용 감소에 따른 공익의 애손과 사회척 을평등이 생

길 수 있다 단순화와 통일화로 효융성윷 높이는 표준화로 인해

특히 자동화를 풍

한 생산 공정의 표준화로 인해 제풍 용질과 기엽 생산성은 향상휠 수 있지안 그
부정적 효과로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도 역시 사회의 양극화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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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휠 것이 자영하다

따라서 표준화는 언제나 새로운 기놓의 하나인 노동올 비롯

한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에서 공공성 효과흔 고려하는 데 신중올 기할 휠요가 있
다
셋째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악단자 효과 ( bandwagon effect) 와 속웅 효과

(snob effect) 빛 공장 옆 과수원 효과가 발생한다(이준구 2008

16 1-1 63

이덕희

2008) 악단올 태운 악단차는 공연 선전올 하여 아올 어귀릉 올아다니며 이 악단
차 뒤에는 악단 구성원뿐안 아니라 이 선전 공연올 보려는 구경문들이 따라다닌
다 악단이 흥행할 수 있다연 이 선전 공연에서부터 구경꾼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이처럼 한 우리의 사랍들이 유행올 이끌연 이후 다른 사랑들이 그 유행올 따르는
현상이 악단차 효과다 표준화로 인해 유행이 성립된다연 그 제풍이 장 옐리게 되
는 효과가 바로 악단차 효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속율 효과는 영풍 소비의 예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속물 근성이 강한 샤랑일수

록 냥들이 강히 사지 못하는 값비싼 명중에 집착한다 냥들이 구얘하지 못하는 툴
건올 지닝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힘올 과시하려는 심리가 깔렸다고 항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상풍을 소비하는 사랑이 많올수록 그 상용의 소비가 오히려 중어드
는 결과가 생져난다 이러한 경우도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의 하나이다
애연올 뽕어대는 공장 옆의 과수원도 이 네트워크 외우성 효과로 인해 손해흩
보는 경우이다(이댁회 2008)

우리나라에서 문제원 바 있는 소위

‘스스레기 시엔트

의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쓰레기 재환용올 위해 화학쓰레기툴까지 녹여 시엔트블
안둥으로써 그 유독 가스와 언지로 인해 주연 농장의 피해가 싱각하게 나타난 사
실이 보도왼바있다

그러나 속융 효과는 표준화와 판련해 그다지 싱각한 문제로 떠오 르지 않는다
이른바 속융 근성은 표준화와는 무판한 다른 사회적

인성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

운이다 따라서 속올 효과는 표준화로 인해 생겨나는 에해도 아닐뿐더러 표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악단차 효과에서 나타나는
미악연

유행 의 의미도 단순히

냥융 따라 하는 유행 의 의

이 근성 또한 하나의 속융 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납틀이 다 하는 것올

하지 옷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뒤얼어진다고 생각하는 열퉁감에서 우리와 낭비
를 초래하연서까지 유행옹 따라가는 것은 소극적 의미의 속율 근생인 것이다

표

준화에서 이야기하는 다수의 수요 획득은 요준의 기본 풍질 보장 기능올 션제로

표준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새로운 규엉의 가능생 빛 요준학의 전양

하여 그 효용과 가치를 인정땅았다는 의이잠 갖는다 뭉릎 유행올
으로 원 수도 있다

그러나

103

사실상 표준

사실상 표준 도 최소한의 기능과 중질올 보장받은 측

연에서 확보휠 때 진정한 의미의 표준이 왼다 그리끄 표준화는
정과 한성화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속용 근성에 따른

공적 표준 의 재

유행 은 표준화의 직정 관심

사가아니다
반연 공장 옆 과수원의 문제는 표준화가 의도하지 않은 문재이지안 표준화와 관
련이 힐 수 있는 운제이다 위의 예에서

쓰레기 시엔트 률 환경 보호와 관련왼 우

수 제풍으로서 표준화했다연 그것은 표준화의 싱각한 오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오휴도 역시 표준의 본래 기능에서 파생왼 것이라기보다 표준화 안풍의 오류로
인해 파생왼 경과일 뿐이다 표준을 제정한 당시에 고려할 환경 문제는 비단 쓰헤
기의 재한용안이 아니라 인근 자연환경의 보호도 포함된다 그렁에도 윤구하고 표
준화 과정에서 고려할 샤항올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심사상의 오류인 것이다 따
라서 이것은 절차상의 시갱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v. 새로운

규범으르서 표준의 가능성과 표준악의 전망

1 새로운 규범으로서 표준의 가능성
현대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이다 그에 맞추어 표준의 영역과 기능도 무한히 확
장되어 왔다 이제 새로운 시대 유엉으로서 표준용 국가에 의한 강제 규정에 머묻

지도 않으며 시장에 망임외지도 않는다 그러나 표준의 성격응 본질척으로 공적
접근성올 가지여 갈수쪽 그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립에서 보는 것처컴 표준은 공적 성격을 띠지만 자알적 영역에 속하기 때운에
구속성을 갖는다하더라도 법이나 명령 및 조예와 장이 강제적 구속역옹 갖지는 않
는다

합의융 통해 재정하여 임의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의 기능

과 효과에서 온 바와 강이 표준올 선정한 자와 수용한 자 빛 수용하지 않은 자 사
이에서 갖가지 기능파 효파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그 공적 성격올 제도적으
로확보할것이 요구된다
사회가 복장해칠수콕 법으로 규정안 수 없는 영역이 와대되며 그에 따라 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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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공직 성격괴 위싱

의 영역이 넓어진다 이 영역은 근본적으로 다양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
운 시대 규엉으효서의 표준의 성격응 이와 같이 공척 정근성과 함께 다양성의 보
장과판련왼다
국제적으로도 국가틀 간 협정안 o 로는 더 이상 국제사회룡 용전히 규융할 수 없

게 되었다 성 문화 인종 종교 언어 동의 모든 현상들이 세계화를 통해 홍일을
지향하연서도 결표 단일성으로 귀결윌 수 없는 다양성의 복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질적 기준이 횡 뿐만 아니라 양션지
향적 모멍이 되는 규멍이다

그리고 이 규염은 국가를분안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

자들이 함께 논의한 경과로서 그들의 이해관계룡 반영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실로 씬자화의 시대에서 홍일로 발전하고 다시 홍일에서 다양성
으로 발전해 왔다 진시황의 진 나라와 로마 제국 이전에 동
은 나라을이 각축하던 원자화된 사회였다
로 용일되었으며

서양은 재각기 수많

이 시대가 진(찢) 제국과 로마 제국으

이 제국들은 다시 해체되어 용건사회률 이루었다 그러 나 이 용

건 사회는 과거의 원자화왼 소규모 국가들보다는 큰 규모의 국가들이 각축하는 사
회였다 원자화와 홍일의 연중법적 랑전이 이루어져온 것이다

표푼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새로훈 규엉의 가능성 잊 표준학의 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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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용건 사회의 제후국들은 다시 통일의 수순융 밟아 인족국가플 이루고 급기
야 양차 대션을 전후해서는 파시증 국가들과 자유주의 국가들이라는 두 진영으로
분리

풍합되었고 이 형태는 양차 대전 이후 현실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진

영으로 재운항되었다 。l 든바 동맹의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져온 것이다
그리고 1 980년대 알 이후에는 지식과 갑성으로까지 기술 개염이 확장되는 다양
성의 사회가 도래했다

그와 동시에 세계화라는 흐릉 속에서 새로운 통일성의 기

훈이 뺑창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의 동일성이 다양성올 대체할 수는 없다 역사
는 언제나 발전적으로 종합하연서 전개되어 왔기 때운이다 따라서 현대의 다양성
은 획일성을 요구하는 세계화가 아니라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는 인간과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공고루 반영되는 새로운 동일성이 원 것이다 그 새로운 흉일적 유병
이 곧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표준은 다양성융 포기하는 것

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올 마련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양성올 포팔하는 표준옹 다시 표준화 영역의 다양성으로 연컬왼다 표준옹 그
동안 전통적 기술 분야에 국한되어 제정되어왔다 그러나 기술의 의미가 확장왼
것처 럼 표준의 의이도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포필하는 셜명에서 보았듯이
이제 표준은 위기관리

교육 재무관리

정보보안 공공행정 퉁 다양한 분야로 그

대상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에 따라 표준의 기능도 능률과 효융뿐 아니라
삶의 정 개선 같옹 다양한 사회적 이슈 영역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표준은 이제

득정 사회나 국가에만 한정되지도 않으며 전통적인 기술 영역에 힌정되지도 않는
다 따라서 표준은 현대와 미래 사회의 모든 영역을 포팡하는 새로운 규범으호 자
리잡아간다고할수있다

2 표준학의전앙

서론에서 장시 언급했듯이 독자적 학문의 성컵은 고유한 연구 대상의 존재

이

론과 방엉론의 알전 연구 결과웅의 축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 분과학문

이 속하는 계열학문은 연구 대상의 성격에 따라 규정된다 표준은 자연과학과 공
학의 도웅을 휠요로 하고 이 운야와 중복외는 우운이 없지 않지만 인간사회의 중
요한 수단이 휠 뿐안 아니라 새로운 규앵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굳이 분류하자연
사회과학의 대상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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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에서 어떤 대상이 인간과 인간사회의 본질융 구성하거나 싱대한 영향
올 미첼 때 학문걱 대상으로 독립될 수 있다 근대 사회에서 업치국가가 생겨나고

엽이 더 이상 권력현상의 수단이 아니라 근대국가의 존재공거로 확립횡으로써 법
학이 발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표준도 그 영역과 기능 및 사회경제적 효과가 확
대핍으로써 새로운 시대 규법으로 말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표준올 대상으

로 하는 사회적 요구와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혼과 앙엉흔도 다양하게 말전되어 왔다 일일이 거릎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제출왼 표준 연구을에서 경제학과 공학 및 행정학 이롱과 방엉흔툴。1 앙용되어왔
다 그것은 표준에 대한 연구가 갱보나 제용 및 기술과 공정을 중 개별 풍목과 사
안에 대해서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싱지어 문학에서도 맞충볍홍일안과 같은
개별 표준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진앵되어 왔다

따라서 이론과 망엉흔의 발전도

충운히 이루어졌다고 항 수 있다 문제는 이 이론과 방법론의 세계화이다 개별 분
과학운에서 독자척으로 전개되어온 이온과 l상업흔들을 학제적으로 엮어 체계화하
는 작업이 요청왼다는 것이다

연구 경과물도 위에서 알한 것처렁 각론에서는 헤아링 수 없이 앙대하게 축적되
었다 그러나 이릎과 방영흔이 분과학문별로 발전해왔듯이 연구 결과뭉도 분과학
문틀 내에서 개별적으로 축적되었다

따라서 표준 연구의 결과용은 개영 대상에

대한 사례연구의 형태훌 띨 수밖에 없었다 모든 학문은 총제적 체계화흉 필요로
한다 이흔과 방법론의 체계화와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용의 체계화도 총론의 구성
올 흥해 가능힐 수 있다 표춘 연구의 학운화는 이제 총론 작엽안올 냥져두고 있는
것이다

표준올 대상으로 하는 학운운

표준학 이라고 부윤 수 있다 그 영운 표기는

sta뼈떠ology. sta찌찌 cs 혹응 잉""따떠 SClence가 가능힐 것이다 그 계열학운적 위
상은 위에서 앙한 것처럽 사회과학이 적절하다 그렇지만 기호학이 철학 내에 위
치한 것처렁 사회과학의 한 운과학운 속에 위치힐 수도 있다 그러나 표준학의 특
수성은 대단히 학제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직 부족한 정이 있다연 사회
학적 접근과 청지학적 접근이다 표준 이해당사을 간의 분쟁 조정이나 제정 과정
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이나 갱치학적 정근옹 통해 가능힐 수 있다 사회학과 정치
학옹 포함하는 학제적 성격을 충분히 갖춘 표준학의 성립도 총흔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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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VI.

전흥적으로 표준은 호환성 확보와 기본 풍질 보장 및 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
해왔다

그러나 변화와 다양성의 시대융 거치연서 제풍과 공정뿐 아니라 제도와

경영 및 문화와 윤리의 영역에도 확대되어 이제는 무역 규엉‘ 사회흉합 수단 사회
걱 책임 ($R ) 이행 수단 기업경영 전략 기술혁신 도구 지속가능앙전의 도구로도
기능한다
그에 따라 표준의 사회경제적 효파도 강수록 커져가고 있다 표준은 수확체증과
네트워크 외부성 및 확장성과 공공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률 산출하는 한연

고착화

현상과 양분화 현상 및 악단자 효과와 속물 효과 그리고 공장 영 과수원 효과 같은
부정적 축연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정적 효과들은 긍정적 효과틀과 맞용려
알생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들을 적정히 살리연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우엇보
다 이 부정적 효과들은 우한 경쟁이 난무하는
로

사실상 표준 에서 자주 나타나므

공적 표준 의 구속력 확대와 표준의 공공성 확대갈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다
표준의 우정적 효과를 방지하고 긍정적 효과를 촉진하는 것온 그 악대한 사회경
제적 영향력을 불 때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또한 이와 같이 표준

의 악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그 영역 빛 기능의 확장은 표준을 새료운 시대규
법으로 확렵힐 것올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톡자적 학문의 성링도 가능하게

한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라고 한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사회 는 이미 엉

과 협정으로 규융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강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여

성

기술의 개념이 지식과

감성경영이라는 말이 회자휠 정도로 다양성이 확장되

문화 인종 총교 언어 동의 모든 현상틀이 더 이상 단일성으로 귀결힐 수

없는 다양성의 욕함 현상용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한 결파로서 그들의 이해관계강 딴영하는 동일적인 새로운
규범이며

표준이 그 새로용 규법으로서 각팡받고 있다 표준은 통일성을 한 성질

로 하연서도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함으료써 보다 젤 높옹 다양성옹 주구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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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규엄으로서 표준이 인간사회의 존재규범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옥립
적인 당구대상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라 사회과학의 한 독립적인 학문의 가놓성올
갖게 되며

이미 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독립 학

문의 또 다른 죠건을인 이흔과 방법 흔 잊 연구 결과붕의 축적도 각흔적 연구들의
발전을 흥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다 다안 사회학파 정치학의 관싱올 제

고하고 각흔적 이흔과 앙업흔올 학제객으로 체계화하는 총흔적 작업이 과제로 냥
아 있다 표준의 알전 과정올 볼 때 이러한 작업도 어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
지만 표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역량의 확대와 노력이 병행힐 것
이요앙된다

루고일 2fm년 8월 3일

심사일 2αB년 8월 17일
께재확정일 2fm년 9얻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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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bc:∞omes '"띠 the more exchange in il does. the mor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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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nomlCe이Tccts of standards are ex어ndi ng . Accordingly , it is r여ωt:d not αdy 10 minimize
lhe negative eπ'ects of sta쩌잉"ds，찌 to maximize lheir positive effects‘ OOt 어so the standards
areen‘영mg

as a new norm 어 intemalional level as well as at domestic α'M! . For lhe standards

are uruty-onent어 뼈 whal is more , seek m비t，이 icîty with high quaJity by offering minimurn
cnteria . In addition . lhe
SζientiflC

stand잉"ds

independence as they

with the possibilily of a new nonn

becαne

the basic norm of human

Qwn obje<: ts of study , development of t야 i r theory and

aπ

soci히y.

meth여이ogy

expected 10 win

Ex istence of theîr

and accumulation of

research results. i.e. the conditions of establishnεnt of an inde야 ndenl study. are proved 10 be
디lOU gh

through the ex te야i ve archive of their 얘rticu lar researches. However, il

πm.m‘

"

tasks 10 organize gener띠 study with complementary work by sociology aJ잉 politic띠 SClente
and inte며isciplinary systematization of 어rticu lar lheories and method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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