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산업 정책 네트워크의 지속성:
자기강화 메커니 즘의 작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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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01후 한국의 징'"용신t엠은 주요 앵워자률 사이에 엉럭과 길홍 그리고 성
공과 실때가 공종하는 목앙적 현싱이 대두되냈다 길용괴 실뼈의 용가에도 톨구히고
~업의 추요 앵위 X 들은

Jli!' 정액

n

네트임크에서 이영하지 잉고 잔류하영다 온 연구는

n신엉 정책 네트워크의 자기깅뻐영!→."，αdng) 며커니 g의 직용이 주요 앵위 '1톨의
연싱유지적 싱항에 커다린 영항을 미쳤다고 주징 ttQ. 효댁 n산업의 지기깅회를 용진
힌 요인으로는 인읍효꾀K"""'" 에ects).외 기존 징잭 니 트워크에서 이휠 ô f2 예 소요

되는전흰비용등율율수 ~q.OI~ 인뼈인언힌 t엠재인과정이서 기존정책너톨
원크의 톨에 측해 있는 앵워X 훌의 기득컨이 일펀되게 우선시되는 현상이 나티낭다 긴

기엉훌은 n산업의 재띤이 기존 정책 네트워크의 톨에 있는 앵위X녕이 께 유러한 잉잉
으로 전개된다는 것 융 회g 밑 훈 아니라 새로운 대V~ 져도톨 형성하는 대 쇼요되는
진양 비용이 매우 크디반 것흩 용몽히 인식히게 되었디 정부 부처(륙히 정보용신부) 역
시 기존 정잭 니트워크톨 유지힘으료써 n신엉얘 대한 정책 주도권을 유지암 수 잉었디
그 g과 주요 앵워지를g IT&엠빼서 g둥과 실매가 정종 >1였응이도 률구히고 기존 엉

액 네트워크의 를을 유치하는 경&옐 갖게 되었다

추세어 π신엉 징빽 네트워크 지기강회 에커니§ 회"'~괴 전횡비용 정보용i!l?

1. 서론
1990 년대 중반 이후 정보흉신산업(이하 IT산업)은 t택의 대표적인 첨단산업으로 성

장해왔다 전전자교환기 (TDX: Time Oi vision Exchange)의 국산화와 코드분할다중방식

(CDMA: Code Division Mu1t iple Access)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는 너 무도 잘 알려진 한

·이 논운은 2008년도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긍의 지원애 의한 것잉 또한논운 작성에 도응융준중

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이원경애게 감사용 g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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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IT산업의 성용 신화이다 이러한 기슐적 상엉적 성공에 힘잉어 IT산엽의 규모는

1995

년 5천 151 억 원에서 2008년 2조 88 18억 원으로 비약껴인 증가용 기륙하였다 그 결과

IT

산엉이 한국 경제얘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4 .4%애서 2008년 9.9%로 중가하였다 또
한 I T관련 제용의 내수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수용의 비약적 중가는 한국이 1997 년 아시

아금융위기를 벗어냐는 데 중요한 역항용하였다 한국 IT산업이 이루어낸 성과는 정제협
력개발기구(O EC D: Organization Economic Cooperation and De velopment) 및 국제전기용
신연합~ ITU :

IntematÎonal Telecommunication Union) 퉁 팍찌기구융로부터 매우 효의객인

명가용 얻기얘 이르렀다

”

본 연구는 1990녕대의 한국 I T.산엉에 대한작내외의 궁정 일연도의 영가와 달리， 2000년
이 후 주요 행위자율 ^fol 애 협력과 강퉁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복합적 현상이
대두되었음에도 용구하고 이들이 1990년대애 형성핀 기존 정책 네트워크률 유지하는 원
인융 규영 6운 데 옥척이 있다 갯쩌‘ 2000년대 이후 ~국 IT산엉에서는 1 990년대에 용수

없었던 복합적 현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 lT산업의 주요 행위 X 많 。 11990년대 유지되
었언 협력 적 관셰애서 벗어나연서， 이틀 사이에 갈퉁이 서서히 고조되었다 200 1 년 3세대
이홍용신< ' Mτ2000: Intemational M。이 le Telecommunicalion-2000) 서비스의 사업자 선
정 과정에서 초해핀 갱부기엉 간 갈등이 대 g척 샤예이다 정몽부가 71 존

CDMA 기술요

중방식융 고수하혀고했던데반해‘민간서비 스사업자융은 W-C DMA 앙식올선호하연서
양자 샤이얘 싱각한 갈퉁이 전깨되었다 주요 앵위자들 샤이의 갈풍은 정부기엉 관계에
국한왼 것은 아니었다 인터넷 프호토혈 텔레비전(IPTV:
스와 디지털열티미디어방송{ DMB:

Inlemet Protocol Television) 서 "1

Digital Multimedia Broadcasling) 서비스에

대한 관할

권융 등러싸고 정용부와 방송위원회의 갈둥이 초래왼 에서 잘 나타나듯이， 방송과용신의
용합이 빠르게 진전되연서 갱부 뺑위자들 샤이에서도 성각한 수준의 강둥이 표출되었다

더 나아 7flPTV 서비스륭 도잉하는 과정에서 돋r갱 전송망(쩌의 사용 여부툴 툴러싼 케이

11

대 g척으료 마이크로소프트1Mκ ""，nμ}의 대표 연 재이최Bill

Gates). 국제션끼 용신연앙 그리

고 경제엉력깨인기구는 한국갱보용신산엉의 성꽁요인으로 정부당국의 강혀한정헤드라이브에

따흔 민간부운의 대규요 후자융 용얘 셰1 격인 경쟁쩍융 확보하였다고 영가하고 있대(갱보용
신부 2003， 21).

21 칙근

영극의 이표노미스트 인g리정스 유닛( EI U 당。 oom

‘ 1 Inlclligern:: e Unit)에

따르연 한국

π산엉 경쟁력옹 2007연〕위 20C엉년 8위，그리고 2009년에는 16위 효 <1확었으여，세계정세g엉

(WEF: World EcαM)fIlK: Foru’”’ 조λ 에서도 ~국의 1T산영정쟁력은 2007년 1 7위， 2008년 9우1.
그려고 2009언옹 11 위로 하릭했대 World Ec ono…
ic Forum 2009; EIU 2007; 2008; 2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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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사업자와통신 사업자 간의 갈풍과 지상파 프로그행 재전송의 유료화와관련한 지상파
사엉자와 홍신 사엉자 사이의 갈둥이 고조되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주요 행위자
사이의 갈등이 갱부부처 대 정부부처，정부대 민간기업，민간기업 대 인간기엉 둥애우
복잡다기한양상으로 전개외었다
둘째， 2뼈년 이후 복합적 현상이 대두되었응에도 불구하고， I T산엽의 주요 행위자들은

l 쨌년대 형성된 정책 네트워크의 기온블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IT산업의 주도권과 미
래 전망을 툴러싼 행위자간 갈둥이 고조되거나‘ 기울 개발에 성공하였응에도 서비스 시장
을 선도적으로 개척하는 데 실패하는 사혜가 증가한 것이다 1 Mτ2 뼈 서비스의 경우， LG

텔례콤은 C DMA에 기반을 둔 서비스 사업권을 반냥하기에 이르렀다 분만 아니라.， IPπ
와 DMB 사엉은 서비스의 개시가 지연되어， 시장의 규모가 예상처럼 와르게 확대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정은 행위자 간 갈둥이 고조되고， 서비스 사업의 상엽적 실
패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행위자를은 1 99()년대에 형성된 정책 네트워크의 기
온 틀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틀은 1 99()년대의 성공 사혜에 과도하게 초접을 맞춘 나어지， 성공의 원인만융
규명하고 성때 사혜는 의도적으로 외연하거나， 반대로 2000년 이후의 몇몇 실패 사혜을
근거로 1990년대 방식에 의한 IT산엉 성공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옷하고 있대홍성결 2003a; 송위진 1999; 죠화순 2003) 이 연구를은 2뼈년대
이후 왜 한국의 I T산업이 성공과 싱패를 반복적으로 거등하고 있는지， 또한 실패가증대함

에도 붙구하고 왜 정부정부， 정부 기엽， 기영 기엽 사이의 정책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는
지에 대한 체제적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IT산업 정책 네트워크의 자기강회{ self.rcinforcing) 에커니즘의 작용이 주요

행위자들의 현상유지적 성향에 거다란 영향을 이쳤다고 주장한다 자기강화 에커니음이
작동하는 과정은 마음과 같다 I T산업에 진입한 기업을은 산영적 특성 상 다양한 종류의
불확실성에 노출원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기엉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수단으로서 협력

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왼다 주요 행위자들은 시간이 정과함에 따랴 정책 네트
워크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달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며， 따랴서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적 선택올 하게 왼다 이탈 비용이 큼 것은 주요 행위자
을이 현재의 정책 네트워크어 서 이달하여 대안적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소요되는

전환 비용{swi tching cost)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연， 한국 IT산엽의 생산 규모는
1991 년 [8.4조 원에서 2ω2 년 181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정보홍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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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얘충액은 7.411 ß. 갱보용신기기의 애출액은 \0.2애， 소프트왜어 및 업유터판련 서비
스의 얘출액은 4 1.4배 증가하였대최충규 2004, 7). I T산엉 규모의 급중은‘ 강둥과 설때의
중가에도 용구하고， 주요 뺑위자들이 기존 정책 네트워크훌 유지하여 미래의 더 큰 성공과
이익융 모색 tf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자기강화 에커니증이 작용함에 따라'， IT산엉의 주요

행위'1-들은 2뼈년대 이후에도 1 990년대에 형성왼 정핵 네트워크의 툴융 유지하는 현상

유지적경향융갖게되었다
본 연구는 다옹과 같이 구성왼다 ”장애서는 한국 IT산엉의 특성을 성명하는 기존 연구
를 "1 싼척으로 검토하고 ， 2000년 이후 한국 IT산업애서 나타나는복합적 현상과 뺑위자들

의 현상유지척 경향을 설명 'f는 분석적 용올 제시한다 111장에서는 1 990년대 I T산엉 행위
자틀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갱책 네트워크의 형성 과갱과 그 구죠척 륙정융 성영한다
I V장애서는 2이m연대 。l후 행위자툴 Afol 얘 협역과 갈퉁이 동시애 발생하고， 그 절과

IT

산엉에서 실때 샤혜가 중가'1-는 구째적 양상올 분석한다 V장에서는 한국 I T산엽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용되는 이흔적 현싱객 항의를 논의한다

II. 분석척논의
1

기존연구의 겁토
한국 I T산엉의 발전 과갱에서 갱부가 수행한 역힐율 기준으로 할 때， 기존 연구들은 대

셰로 써 가지로 구분된다 IT산엽의 방션에 갱부의 직정적 개입이 결쟁적 역합용 하였다고
보는 견'iI， 갱특L기엉 간의 네트워크 혹은 거 어 년스와 강은 연혐왼 형태의 정부 역힐올 강

초하는 견해， 갱부의 역할에 영향융 미친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견해가 그것이다 첫
째， 정부 주도의 기찍과 정책 징행에 초점융 둔 견해는 갱부의 기슐 개발 지원， 재정적 지

원‘ 시장의 창출 동 갱부가 나양한 갱잭틀을 수립‘ 실행하연서 IT산영의 발전융 주도해왔
다고 주장한다{이정흥 외 1992; 죠국현 1996; 홍성경 2003b).1) 이 시각은 욕 '1 ~국 I T산
엽이 1 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성장융 한 데애는 1 994년 장성된 정보몽신부의 역항이 지

J) 흥성걸(2003b뚱 한국 I T산엉용 역가 주도에 의한 수직썩 기외과 배타객 정책정앵융 용얘 난시
간에 고도성장융가져융수있었다고 지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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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했다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연， 정흉부가 당시 I T산업의 동향을 효과적으로 판단하여

주요 기술의 국산회별 주도한 것이 IT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CDMA , 개
인휴대통신 (PCS: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 DMB, 우선광 대 역

Wirι ess Broadba때

Intemct) 풍의

인터넷 ( Wi8ro

대규모 국책연구프로젝트의 성공의 배후에는 정흉부의

주도척 역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흉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미국으로부터의 개방파 자유화 압력올 IT산엽의 발전 수준에 맞게 효과
적으호 활용하였다 한국 IT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 기엉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개망을 지연시키는 보호 정책을 실챙한 반연， 경쟁력이 충운히 확보왼 이후에는 오히려 개

방 압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IT산업의 정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호 활용하는 등 정흉
부는 IT산엉의 앙선 단계마다 효과적인 정책을을 영쳤다는 것이디f( Lee

2004)

퉁째， 정부와 IT산엽의 주요 행위자틀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초정을 맞춘 연구가 있다
이 견해는 IT산영에서 형성된 정책 네트워크가 정부와 기타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릉 촉진하여 IT산업의 성장올 촉진하였다고 본다 4) IT산엉의 자유화 조치로 인해 진

입 장역이 낮아지면서 행위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직접적 개입 방식 에 의존하
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 의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기엉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IT신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지 않고， 기업 간 협력 메커니즘을 죠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주
력하는후기 발전국 7t{post-development state)' 의 모습을나타댔다는 것이다 ”
셋째， 위에서 언급한 정부 역할을 가능하게 한 구소적 요인으로서 정치적 요인에 초점
을 맞춘 연구틀이 있다 이미 1 990년대 초반 IT산업은 한국을 대요하는 첨단산업의 가능
성을 보이고 있었지 때문에 IT산업 에 대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신부와 상공
부 흉 정부 부저들 사이의 경쟁이 지영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의 중복과 혼

선은 예상된 일이었다 이 견해는 이러한 정부 부처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IT산업에 대한종팔권~을갖는 정흉부플창설한 김영삼정부의 정치적 절정에 주목한

다 쟁흉부의 창설로 인해， 정부는 정책적 실패릉 최소화하고 I T산엽에 대한 정책 절정의
효윷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 정풍부 창설 이후에도 IT산엉에 대한 정부 부처 간
4) 이와관련한논의는강하연외 (2006) 성지윈2(05); 송이웬2002)‘조f냥(2003) 창죠

5) 후기 옐전국가얘 대한 논의는 Wong(2003) 창조
6) 이와 관련한 논의는 쿠시다( K ushida 2008); 쿠시다 요숭연 ( K ush띠 a and Oh 2007); 송위진
(1 999)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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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힐권 다틈이 완전히 해소왼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대표 산엽이라는 IT산업의 혹성 상
정흉부는 장셜 이 후에도 다른 부처와의 경쟁에 주기적으로 연루훨 수밖에 없었다 이 견해
는 쟁부 부처 간 정쟁이 전깨필 때아다"， IT산영에 대한 갱흉부의 판힐권율 확인해주는 정

치척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예륭 틀어， 시분합 다충 정속 액세스(TDM A: Ti me

Division Mu 1t iple Access) 기슐융 개발하려던 당시 상공자원부의 시도에 대하여， 정흉부
가 CDMA의독자재알방식이라는정책적선택을힐수있었던여애는이러한정치적요인

이 작용하였다는 것이다{용위진 1999)" 이러한 갱치척 지원올 배정으로 정용부가 옥자적
인 갱책률융 과감하게 실행한 절과 갱왜 부서로서 입지용확렵할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동은한국 IT산영의 성공 요인융 성명하는 데 상당한 셜득력을
갖고 있으나， 온 연구의 판점에서 보연 다응과 강은 한계용 지닌다 첫째， 정부의 역항에
초점율 맞춘 연구들은， 행위자의 판정에서 보연， 기엉융 정부의 정책얘 '1!-용tf-는 존재료만

묘사하고 있기 때문애， IT산엉의 발전에서 나타난 정부기엉의 상호의존척 관계용 갱확히
포착하는 떼 성때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쩨점은 이 연구툴은 주로 생용 사혜애 초정올
맞추고 있어， 실패 사예에 대한 분석이 미용하여， 더욱이 IT산업에 있어서 성용과 실패가

공존하는 이유애 대한심도 깅은 분석융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우기엉 간 갱책 네트워크의 중요성용 강조하는 연구을 역시 주로 행위자들 사
이의 협력핵 판계에 연~되어 있기 얘문에， 행위자들 사이애 갈풍이 초래왼 사혜들애 대혜

서는 만촉양 안한분석을 제공하지 옷한다 더욱이 정왜 네트워크의 기능척 흑연에 초점올
맞추어， 정책 네트워크가 형성 연화'f는 과쟁을 통태적으로 성영하는 더 까지는 이르지
옷하고있다
셋째， 정치책 요인에 초정을 맞훈 연구들은 정치객 요인이 IT.산업에 영향용 미친 하나의

환정척 요인얘 울과하다는 정융 갑안힐 때， 정치적 요인에 과도한 중요성융 부과'f는 정
향이 았다 옥， 갱부 부처 간 강풍과 정용부의 장셜은한국 IT산업의 성공융 위한 옐요초건
에 지냐지 않는다는 것이다 IT.산업의 성공올 규영하기 위빼서는 이러한 환경씩 요인이 이
후 정용부의 정책문 아니라 정부기영 관계애 미친 영향얘 대한 본격척인 분석이 보완되어
야한다

7) 옥자기앙의 확보용 위한 컨소시엄 세째， 갱보화혹진기금의 죠성‘ π 재조엽과 서비 스업융 연계
하는흥앙션약의수업 풍도유사한사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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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적 논의 정책 네트원크의 형성과 자기강화 메커니즘

이 장에서는 2뼈년대 이후 협력/갈둥과 성공/실패의 복합적 현상의 중대에도 불구하

고， I T산업 정책 네트워크의 자기강화메커니즘이 작동함에 따라， 주요 행위자들이 현상유
지적 선택융 하는 과정융 설명하는 분석플을 제시한다 우선， 주요 π서비스산업 을올 성

공/설때와협력/강풍의기준에따라다음과같이 분류할수있다，<그립 1 ) 창조i( 1)TDX ，

CDMA , 초고속인터넷， 3.5세대 홍신은 정부와 기영의 주요 행위자들 샤이의 유기적 협력
이 잘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기술잭 상엽적으료 성공올 거두었던 사혜이다; (2) 발신 전
용 휴대전화(Cτ2)의 정우 행위자틀 간 협력이 비교적 장 이루어졌고 기슐적으로도 어

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서비스의 상엽적 성공에까지 이르지는 뭇하였다; (3) PCS , 위
피 (W IP I: Wireless Intemet PJatfonn fOf Interoperabili ly) 의 경우， 앵위 ÀH를 사이의 갈웅이

발생했음에도 블구하고， 기술적 상엽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혜이다; (4)

IMT-2000,

DMB， I PT끼 인터넷횡 Vo I P: Voice Qver Intemet Protocol}은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의 차이
흘 좁히지 못해 갈퉁이 고죠되었으며， 그 결과 서비스의 개시가 지연되었거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 상엉적으호 실때한 사혜툴이다

〈그링 1 )에 따르연， IT서비스산업에는 협력과 성공의 사혜 못지않게 갈등과 실패의 사
혜가 다수 있었으여， 시기적으로 볼 때， 2(뼈년대 이후 행위자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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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비스의 상엽적 실패가 과거보다 빈번해졌다 이에 따라 정책 네트워크의 을안쟁
성이 증대되고， IT산업의 볼확실성이 중쪽-되었다 우선， 정용부와 산자부 사이의 강둥에서
드러나듯이， IT산영의 관한권융 울러싼 정부 부저 간 정쟁과 갈등이 초래되었다 또한 기

술 개발 및 시장 전망과 관련한 정흉부와 기업 사이의 이견이 야기되는 동 1990년대 후반
까지 안갱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정우기업 관계에서도 갈둥척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2001 년 1 Mτ2뼈 서비스의 도입과 관련， 정흉부는 정부 내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크
게 기여했던

CDMA 방식올

IMT-2000의 기술 표준 가운예 하나로 고수하려했던 반연， 기

슐표준의 세계적 주세를 따르려고 했던 인간기업틀이

W.CDMA 방식을 강쩍하게 선호하

연서 정흉부와 민간기업 샤이의 강퉁이 g홍되었다 결국

CDMA 방식의 서비스률 제공할

것을 전제료 사업권올 획득했던 LG 텔레콩。1 끝내 사업권을 반납'0는 풍 정흉부와 인간
기업 사이의 갈퉁이 극에 달하였올 분 아니라‘
2005년

CDMA 방식의 상엽화에도 실때하였다

DMB 서비스 및 2006년 IPTV 서비스 도업의 샤혜에서 나타나듯이， 2 뻐 년대 중

반 이후 주요 행위자 간 강둥은 민간 사영자 간 갈퉁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DMB 서비스의 도입

당시， 지상파 방송사와 홍신 사업자는 지상따 프로그렘의 실시간 서

비스블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툴러싸고 치열한 갈등을 겪은바 있다 민간기업 간 갈퉁
은 1ηv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용신 사엽자들이 인터넷 망을 사용하여 방
송 프로그랭응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케이블 사영자들은 케이블 망을 이용하
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연서 양자 간 갈퉁이 고조되

었다 이 과쟁에서 케이블 사엉자는

IPTV 서비스가 방송 프로그랩의 제공에

관한 것이므

로 방송위원회가 주무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용신 사업자는 IPTV 서비스가
IT 기술에기반을둔서비스이므로정흉부가주무부저가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와

같。 12뼈년대 중반 이후 민간 사업자 간 갈퉁이 정부 부처 간 갈둥으로 중쪽되는 퉁 주요

행위자 간 갈퉁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DMB와

IPTV 서비스의

개

시가상당 기간 지연되었을 뿐아니라상엽적 성공 역시 예λ\1.보다 저조하였다 ”
그러나 주목항 것은， 갈등과 실패의 증가에도 율구하고 기존 정책 네트워크가 해체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정이다 IT산엽의 주요 행 위 자들은 기술 개방， 시장 동향，
서비스의 제공 방식 통에 관한 이해관계의 자이를 기존 쟁책 네트워크 내에서 해결하려는

8) 위성

DMB와 지상파 DMB는 2005년 서비스 개시 이후 2008 년 기준으호 각각 30(에억， 1 200

억 원의 누적적자룹 '!t생시킴으로써 현재 사엉 g 기라는 선택의 갈럽길에 놓여 있대(얘일경제

2009/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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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고 있다 갈등과 실때가 증가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뺑위자를이 정책 네트워
크에서 이탈하지 않끄 어장러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I T산영의 정책 네트워크애서 작용한 자기강화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신제도주의자들에

따르연， 특정 시정애 선택왼 기슐， 제용 또는 제도가 비륙 최적의 것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냥애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정향이 있다 최초의 절갱으로 인혜 형성 강화왼 사회
적 정제척 연절양이 과거애 선택 가능하였던 대얀적 기슐， 째용， 제도툴 현재의 시정애서
다시 채택하는 비용융 대쪽중가시켜， 행위자들이 기존의 툴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이 확립왼 기슐， 제용， 제도가 시간이 껑과뼈 따라 더욱 안정적으
로 발전."는 정로의존적 정향이 발생한다{N orth 1990)
신제도주의적 성영은 기슐과 쩨풍의 최초의 선택과 이후의 자기강화 과정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흉한다 그러냐 이러한 생영은 최초의 선액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영시

잭 설영올 절여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이 전개되는 과정융 풍태적으로 설영할 수 있다는 장
정에도 울구하고， 이 설명은 자기강화 에커니즙이 최초의 우연적 요인에 의해 촉망필 수
있다는 깨연성을 언급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갱치경제적 현상에서는 행위자들의 우연적
선택뿐 아니라， 적극적 또는 의도적 선택 역시 자기강화 메커니즘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용 며어쉰 Pa비 P ierson)이 지척하였풋이， 기슐 잊 제용의 선택과 같은 경
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자기강화 에커니음의 논리용 사회 객， 정치적， 정치경제적 현상에 그

대로 적용"는 예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대 Pierson

2000)

이러한 관정애서 올 때‘ 한국 I T산업 정잭 네트워크의 성칙융 이얘하기 위혜서는 자기강
화 현상이 전개되는 구제척인 과정얘 대한 동대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

IT

산엉의 발전이 기슐 및 산엉 수준의 통학문아니라， 민간기업， 갱부 부처， 갱지권 사이의 상
호작용의 영향올 받았다는 정융 감안하연，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행위자의 역힐과 그 이
후 자기강화 메커니즘의 전개윤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설명한 생요가 있다
우선， 정책 네트워크가 형성뇌는 과정율 살펴오사 I T산영은 시술 새말 잊 홍신망 건싱
둥 대규모의 초기 투자가 원요하기 때문에， I T산엉얘 진용하려는 기엉들은 막대한 초기 애

물 비용을 강수하여야 한다 또한， 연화하는 소비자 취향융 반영하여 시장 동향 역 시 빠르

게 연화하며， 기엉툴은 이러한 변화속에서 반용왜야 하는 앙악에 시달린대 Lee 2004) 또
한， IT산엉은 초기 후자비용융 회수하는 예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단기
객 이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정향이 았다 따라서 IT산엉의 주요 앵위자들은 수익융 장기쩍
판점에서 추구하는 정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초래원 수 있는 원확설성을 완화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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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율강구하게왼다

대부분의 정우， 행위얀i은 협력척인 집합행동(ω lIecti ve action)의 필요성에도 불구하

고 이얘 소요되는 "1용을 독자척으로 부당하는 것융 회띠하는 정향이 있대이50n 1986)

1 990년대 ’T산업의 기술 개발 잊 상엉척 서비스 시장 개척의 불확실성에 직연한 주요 행위
자등은 집합행동에 띨요한 초기 비용융 감소시 키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의 선택율 하였다

정부와 인간의 주요 행위자율이 모두 장여하는 공흉기슐개발제재을 수렵하고， IT산영 제
조기엉툴의 기술 깨발과 서비 스기엉들의 시장확대용 연계.~는 흉합 전강이 그것이다 이

과정애서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적 네트워크가앵성되었다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뼈년대 이후 주요 행위Z똥 사이의 갇퉁이 빈번하게 발

생하고 그에 따른 상엉적 실때 사혜가 대두되는 풍 협력잭 네트워크에 균열객 양상이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갈퉁과 실때의 중가애도 율구하고‘ IT산엉의 주요 행위자둥은 기존 정책
네트워크에서 이행지 않고 잔류하였다 이는 행위자등이 다른 제도객 제안융 추구하는

떼 소요되는 비용이 컸기 때문에 현상유지적 선택융한 정과이다 정책 네트워크의 자기강
화에커니증이 작용함에 따라， 행위자들이 현상유지적 성향융 갖게 왼 이유는 다옹과 갈이
설영힐 수 있다 일반적으로 IT산업의 자기강화읍 촉진한 요인으료는 장기객 수익 실현의

전망， 학숍효과{leaming eπκ이 기존 갱책 네트워크에서 이활하논 예 소요되는 전횡 비용

둥을 툴수 았다써 기승 연화의 속도가 악르고 새 로운 서비스와 영중이 지속객으로 출현하
는 ’T산영의 속 성을 반영하웃， 한국 IT.산업의 주요 행위자둥도 빈번한 이합집산과 인수함
영 (M&A )의 과정융 겪었다 이 과갱에서 기존 정책 네트워크 륭 측에 있는 행위자을의 기

득권이 일관되재 우선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엉의 판점에서 올 때， 자세대 기슐과 서
비스의 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중가힐 것으로 기대되기 때운애， 새호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얘우 중요하다 기존 갱잭 네트워크에 속한 행위자률이 지속적으효 차세대 사엉에 진

출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기업툴은 정부 및 다른 기엉들과 장둥하고 실패

9) 앤드용 구잉에 대한보조긍 지급이 대 g적 사혜이다 구셰칙으료 신규단알기 용시에 대한 제죠
영세융의 보조긍 지급 여쭈가 서이스기엉틀에게는 신규서비스 확대와 고a확보에 영향율 이지

는중예한 연수료 작용하기 예문이다 안연‘ 칙근 스아트용 시장과 관련하여 KT는 기존의 상성
전자와의 판계용 배제하고 아이용 수입 융 강챙한 정과， 상생선자의 스마트용인 쇼용니아에 대

한보조급지급융상성전자가일시 충안함으호써 SK앵에홈파 LG 탤레용에 비째상성전자용니
아혼융흉한가입자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l이 이와강련원논의는아더(Arthur 1 989); 얘이 비되David 1 985)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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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경험 • •는 사혜가 많아지더라도 기존 정책 네트워크의 률에서 이탈하지 않게 왼다 에용
둡어， 1 9%년

PCS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LG그용이 데이용 지분 보유상한선인 10%

툴 초과하였는지에 관한 논란이 용거쳤을 때， 정용부는 . 현재 LG그릅의 지분은 9.54%로
나타나 있어 명적으로 신갱자격에는 아무련 하자가 었다-고 설영항으로써 기존 행위자인

LG 그륭올 지지했다(세계입보 1996101112). 이는 용신 시장애 이이 창여하고 었는 주요 앵

위자등애재 기존의 갱책 네트워크로의 진입과 잔존이 향후 사엉 진출에 중대한 영향융 미
친다는 정을확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측 인간 기업를응 1T산엽의 재연이 기존 쟁해

네트워크의 흘에 있는 행위자을애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원다는 것올 학습할 분 아니라，

새로운 대안적 제도용 형성하는 데 소요되는 전환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과 일정한관계올 맺고 있는 정부 부저(특히 갱용부) 역시
기존 정책 네트워 크 내에서 1T산업에 대한 주도권용 유지항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컬과
주요 행위자들이 강퉁과 성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적 대안융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
재 핀다 더 나아가 주요 행위자들이 단 71 격 손실융 강수합 쁜 아니라， 연화플 시도하더라

도 기존 제도의 음 속에서 연화휠 추구하는 선택율 하도록 작용하였다 다옹 장에서는 지

긍까지의 논의흘 바탕으로 한국 1T산엉애서 자기강화 에커니움이 작흉하는 과정올 구셰
척인사혜를중심으로성영한다

Ill.IT산업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 : TDX와 CDMA 사혜 분석
~국 1T신엉 갱책 네트워크의 앵성은 국내 용신 산엽의 취약성용 극복하고. 1980 년대 이
후 나타난 쌍무척 혹은 다자적 용신시장의 개방 앙력에 대혜 갱부가 1T산업 육성 전략융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 갱부의 역할온 초창기 체신부용 중심으로 국가적인 대
남오 프로젝트툴 추신히념 과성에서 특히 두드러겼나 원래 인간 시업들은 ’T산업 진흥에
대혜 이온적인 태도용 취하고 있었다 1 980년내 당시 인간 기엉의 1T기울 개발 경험이 전

우 했으며 연구개발융 위한 재정적 여력 또한 얘우 열악하였기 때문이다 '" 설째로 정부 주

11)

IT산엉 용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는 -우리 정제가 발전하려연 도혹 용신 풍의 샤회간정자용 쭈
자가 션앵되어야 하는 '1. 흥신에 대한 투자가 너무 인약••여 타 분야 연전융 져왜하고 잉다-라
는

12)

1980 년

김재익 갱와대 수씩의 받언에서도 드러난다(김재용

2001 , 6)

1 990연 초안까지도 이용용신판연 장비와 시스쟁의 대 부분융 이국의 AT&T와 모토호 '1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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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슐깨알 프로젝트의 효시로 명가받는

TDX 사엉융 재외하연 t

1980년대 10억 원 규모

의 국책연구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 더욱이 IT산업은 이제 씨호 성장하기 시작
한 유지산엽이었기 때문에， 앤치야킹융 위한 선진국 모델의 도입 역시 용이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의 학슐융 흉한 추격 전략융 구사했던 발전국가 방식이 IT산엉애는 그대로 객용
원 수 없다는 것융 의미했다 결과쩍으로 당시 IT.산엽과 관련왼 기슐척 상엉적 위험이 모

두 농았기 때문에， 인간 기엉은 물흔 당시 산업정책율 주관하고 있던 정부 부처들 역시 독
자객 기슐개발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 특히 정제기획원과 상공부는 한국 정부 내에서 IT
관련 옥자적 기슐개발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였다 경제기획원은 당시 체신부가 추진한 독
자 개발방식에 대뼈 성꽁의 불확실성과 악대한 연구개발비흘 문제 상았고，상공부는 디지
얼 방식으로의 전환 여부가 불확싱하다는 이유로 아날로그 도입올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방식의 기술표준융 주장'1는 채신부의 입장융 지지하였다 대표척으로 상공부는 TDX 교
환기 개발보다는 기존의 아날로그 교환기의 도잉융 추진하였고， 이동전화시스댐 도입 과
정에서 또한독자개발의

CDMA 방식이 아닌 기존 TD MA(GSM) 방식 기슐 도잉융주장하

는입장을고수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 부처등과의 갈풍구초는 오히려 체신부만의 자연성이 부각되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째신부는 I T산영의 중요성옹 일씩 간I냐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는

산업의 정책 네트워크용 형성하는 이| 박자를 가하었다

IT

TDX 프로젝트와 CDMA 프로젝

트의 추진은 혜신부의 갱책 네트워크의 초기 앵성 과정이 잘 나타나는 대표적 사혜이다
IT산엉올 둘러싼 부처 샤이의 관안권 경쟁이 요연격으로 부상하연서 제신부의 쟁책 예
트워크의 형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자용신연구소I ETR I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s Rcsearch

Institutc}는 혜신부 중심의 정책 네트워크에 대

한 기엉의 선호용 조직적으로 엉성하는 예 애우 중요한 역항올 하였다 ETRI 의 전략은 기

슐개발 프로잭트애 대한 자셰적인 연구 기능이 전무한 체신부와 한국용신올 대신하여 기
송개빌융주도하는 동시에， 인간 '1 엉과의 풍풍언구개알응 용해 기숱 선수 및 기술지원， 시

하재 되었고， 이용전찍안알기 또한 이극 깨나다 ‘ 일용 웅의 혜외기엉으로부터 수잉하거나 주

문자상요부악생산(OE M) 방식의 생산융용해 국내시장의 수요융 용혹하는데 주력했다{용 ~I 진

2005, 32-33)
13) 정 과학기슐부 장완 오영 인터뷔전자신문 2002띠l에 1).

14) 연구깨엘능력이 취약한 인간 기업 종옹 정부의 TDX샤엉에 창여하기보다 기종 외국기총외 도잉
생산에 더 않옹 노력융 기율이고 있었다(흉성엉 II 태성 199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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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댐 영 7f를 당당함으로써 창여 기엉들이 직연한 용획실성용 완회하고 행위자들 *1 의

집합챙똥을 혹진하는 것이었다 '"
ETR I 의 주도적 역할은

TDX 프로젝트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ETRI는 연구소 내에

'TDX 개방단‘용 성지하여 교환기 생산엽쩨들이 공동기슐개방을 하되， 주요 부분은 분당
하여 개발하고 기쌀과자료용 서로공개하여 참여업쩨가모두 강은 제풍올 생산하는 공풍
개앨쩨제를 수렵하였다 공용기슐개 발째재는 그 동안 각 기엉률이 서로 간의 툴신올 상쇄

하고동일옥g율향혜나아갈수있는구심점 역할융하였다 이러한인식은개별기영수
준에서도 영확하게 드러나는데， LG 의 경우， ‘해외 교양기 엉재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용
하기 위하여， 삼성전자와 자세대 TDX-lOO 개양융 위한 천략씩 제휴블 추진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세계일보 199610ι

26)

한연 체신부는 단일 서비스 사영 주제인 한국용신융용해 TDX용 차세대 종합정보흉신
앙( I S DN)' 의 용일기종으로 선정함으로서

TDX 프효젝트에 창여한 기업들애재 제풍융 개

방하연 판매힐 수 있는 시장율 형성혜 주었다 인간 기엉 잉장애서 TDX 프로젝트의 장여
는 향후 국내교환기 시장 진용올 위한 띨수 조건일 훈 아니라， 기슐개엘 과갱애서 반도째

및 소프트웨어 기웅융 슐득하는 부수적인 이정도 기대항 수 있었대홍성 엉 김태성 1999,

49)

…따라서 제신부는 ETRI용 뽕해 민간 기업틀에게 현 단계의 셰신부 사영에 적극적 창

여을촉진하였다"실제로 TDX 프로젝트의창여기엉인삼성반도체 금성반도체 대우용
신 풍양전자용신은 CDMA 기슐개얄프로젝트에도통일하게 장여하는모습이 나타났다

반연， C DM A 기슐깨앙 프효찍트에 신규로 장여하게 핀 현대전자는 기존 TDX 장여기업

들의 거샌 안대에 칙언하였다(정보용신정책연구원 21XlI) TDX 프로잭트 과정얘서 깨알핀
공동기슐을 신규 창여 업체인 현대전자애게 이전될 수 있다는 기존 기엉들의 우려 때문이
었다 이와 같은 기존 행위자들의 반대는 기업툴이 초기 사업의 창여와 차기 사영 진잉이
사실상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용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5)

90 \1대 초안까지 셰신우의 갱보용신기슐깨안 5개년개피‘

KT

전기용신 중장기 기슐양전전략，

ETRI 중장기 샤엉져외안 풍의 셰신우와 KT의 계외안은 대부용 ETRI가 셰시한 기획~"I 기초
용두고있었대정보흥신연구진흥원 2002 앓-89)

16) 이영호 깅태현 (2006. 1 8에 따프연 2006년 기중 국내 진에 션자쿄힐시셜 충 TDX 이 중온 %‘
훌육빅쩌고있으며 안도째 시스앵엔지니어링웅판련사엽파급g파잊고용증대에도기여한
것으호명가왼다

17)

TDX기울개얀사업에대한자세한내용운이갱혼 이진주(1992); 죠국힌( 1996)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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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t!"영의 정액 네트위크 구조

한연 체신부는 1990년대 초 이동용신시스탱 개발과갱에서 선진국에의 기승 총속올 피
하고 국내 몽신시장 보호 잊 세계시장 진출 모색을 이유로 당시 디지털 이동홍신시스댐

의 표준규격인

보용신부

TDMA 방식이 아닌 생소한 CDMA방식의 기울표준개얄옳 주장하였다(정

2003 , 226-117)

이러한 애정으로는 TDX의 성공에 이어 정쟁부쳐인 상공부와의

차별성융 더욱 강조하기 위한 세신우의 전략적인 갱치적 욕적에 근거하였대송위진

79-80)

구체적으로 제신부는 1 993 년 6월 제 1 0 1 통용신사엉자인 한국이동통신 내에 이풍

흉신 기슐개망 사엉관리단 융 설치하여 ETR1와 함께 기종
한

2006,

TDX사엉

CDMA 공동기술개발쩨쩌훌 재앵성하고1 총 투잉 에산 870억

창여자용 중심으로

원 중 643억 원이라는 막

대한 얘산융 주도적으로 지원항으로써 초기 깨안 비용에 대한 참여자들의 부암강을 상쇄
시켜주는 기종 TDX 개발 방식 융 당융하였다 특히 쩨신부는 기울g준 생정권한용 바당으
로

CDMA 방식융 국가표준으효 정하연서 디지텅 이동용신 제2 사업자에게 CDMA 방식의

국내 장비 사용올 허가 초건과 연계시키는 전략융 수립하였다(송위진

2006 , 82)

IV IT산업 정책 네트워크의 자기강화 메커니즘
UT정잭 네트워크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중총회

제조기엉과 서비스기엉 간의 상호 연계는 제조엉체는 풍론， 서에스 기엉도

CDMA기울

개발에 참여해야 이동용신시장에 진입하고 수익융 실현하는 구조을 초래하였다 '" 이로

18) 안연 상공부의 TDMA 앵식의 기슐껴앙 시오는 국내요춘채택 실때에 따라상용여 성빼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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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택의 유

무신 기간용신서비스 매흩액 연회 후01(1 잊lO-20081

인해， 서비스 업재틀도 외국산 장에 사용에 따른 기슐료 충가， 외국 용신엉제의 국내 진출

퉁에 적극적으로 대비힐 수 있게 되었대S K텔레홈 2004‘ 99) 이 후

CDMA시장은 급속도

로 확대되었다 제조분야의 경우， C DMA 단말기 생산규모가 1 996 년 l 조 6，285억 원에서
200 1 년 9조 8 1 억 원으토 6년 풍안 5.5애 중가 하였고， 수용규모 또한 1 996년 230만 달러에
서 200 1 년 4 1 억 3천안당러로급중"는 가시적인 생과융달성하였대t댁전자용신연구원

2002) 또한 〈그립 3)얘서 나타나웃이，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풍전화서비스 가입자 잊 얘
출액이 빠른 속도로 중가하였다 이동전화서비스 가잉자 수는 1 996년 313만 영에서

2002

년 3 ，5 2 5반 영으로 10.4배 급중하였으여 ， 유 우선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의 총얘충액은
1990년 3조 6천억 원에서 2008 년 35조 2 천억 원으로 가파를 성장세블 나타냈다 제신부는
TDX와 C DMA의 성공-fr 바탕으로 제조 기엽과 서비스 기업 간의 IT갱책 네트워크용 강

화시켜 냐갈 수 있었으며， 1 994 년 김영상 정부에 의해 I T정책융 판장하는 주무 부처인 정
보용신부로 개연되었다

…이후 정용부는 CDMA프로젝트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풍 연

핍으표서 장여기엉 Afo l 의 갱책 예트워크 형성에 생예')는 경과용 초혜하였다 당시 상용부는

TDMA양식의 이풍용신 기용깨힐용 위혜

1 993년부터 1998년까지 약 172 억 원의 연구에훌 쭈잉

히얘 CDMA 기쌀깨양공똥찌와유사한 TDM A 7]융찌앙꽁용세홉수링하였다

19) 당시 문민갱부는 갱보용신 제2자구죠개연과한께 국내의 모든갱보산영융홍녁핸}는 정보용신
부용 신설하였다 기존 쩨신푸 기능올 중싱으로 상공자연후 과기처 꽁보처 등의 갱보용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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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사엽의 성공용 용해 한국 I T산엉 전쩨륜 관장하는 정책 부처로서 입지흘 강화하였
다

용신시장의 확대는 기존 기업등이 갱용부의 갱책 네트워크융 떠나 다른 대안적 네트워
크을 구성하는데 옐요한 전환 비용융 중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칙근 IT기

슐과 전흥산엉 간의 융항。 | 빠르게 진앵되연서 새로운 사엽과 시장이 곳곳얘서 둥장하게
되었다 예를 올연 ‘ IT기슐융 기반으로 한 지능형 g옷， 탤혜얘틱스. u-Health. 흩 네트워크，

RFID(Ra dio Flπquency Idenliñcalion)IU SN(U biquitous Se nsor Network) 사엉들은 국내외
시장애서 이미 시장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여 그 장재성 또한 기존 용신 시장올 농가하는

것으로조사되고있다 에 더욱이 갱풍부가신규사업에 대한인허가권을갖고 있음을감안
하연， 대안적 네트워크 앵성의 성용 가능성은 이욱 툴루영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 성공과

이익이 기대되는 신산업에 진충하기 위혜서라도 관련 갱책융 주판하고 있는 정용부의 갱
책 예트워크 안에 잔혼합 필요가 있었기 때운이다 주요 행위자를이 신규 사엉 진충의 정
헝율 용혜， 인허가권융 보유한 갱용부와의 울협화음과 그로 인한 갱책 네트워크로부터의

이혈이 향후 사엉 진출애 직간갱적인 영향올 미친다는 정융 학용하재 되었다”’
한연 2뼈년대 이후 I T의 훨용 분야가 넓어지고 중요성이 제고핍얘 따라 각 부처가 IT

관련 엉 무를 확대해 나갑으로서 부쳐 간 경쟁과 첨예한 강용 구조가 재차 발행하였다 대
표적으로 산업자원부와의 갈퉁이다 산자부는 포스트

rc. 지놓행로웃， 이풍g 신 분야용

자신를의 쟁책 영역으로 인식한 반연， 정흉부는 이를 분야 또한 IT기슐의 연장선상이라고
역설항으로써 부져 간 충욕푸자와 대럽 이 초래되었다 정부 간의 과열왼 관힐권 경쟁이 궁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주의 갱책 사엉애 집착하도록 안을었기 때문이다 그 철과 기존 IT갱
책 네트워크 내에서의 갱톰L끼엉 간의 강퉁이 중쪽되고 그애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상엉적
성때가증가하는모승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0 1 년 정흉부가 추진한 IMT-2OOO 사엉은
CDMA 성공 신화에 도취된 정흉부가 세계 홍신 시장의 연화에 대용하지 못하고 CDMA
련 업우용 홉수항으효써， 갱부가 갱보용신 산엉융 엉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의지융 당
아내고 있었다얘지은 2005，

20)

(94)

로옷， 헬에얘틱스 u- H eahκ 용 내트워3.，

RFID!lJSN 둥 디지영 융앙에 따른 신사엉

부분에 대

한 내용와시장장재성에 대한 내용은。l 째영 외(2007) 장죠

21)

초고속인터옛서비스 시장의 연액가 그 대"척 사혜이다 KT가 초고옥인터옛서이스 시장에서

시장정유융융 1999년 4 잉‘에서 2003년 50'1. 호용어 융 혀 칙대사엉자로부상힐수있었앤것옹
'1간용신사영자용의 시장 진잉율 혀용하고 요금 규재톨 정예한 갱흉부의 갱액이 경정쩍인 역양
융 하었기 때문이대칙충규

2004,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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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기술g춘을 고수함으로써 이동홍신 사엉자와의 갈동을 초래한 정우이다 분안 아
니라 국내 모바일 흥랫용의 홍합을 위해 추진된

WIPl

프로젝트는 정흉부가 여전히 세계

기술요춘과 애지되는 옥자기슐표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흥부의 독자적인 행보는 기존 IT정책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을중대시 킴은을론 기엉들의
거센 반발을툴러온 주왼 원인이었다 특히 IT기술의 융합에 따라풍장한 DMB와 lπV라
는 신사업에서는 IT산업의 행위자 내의 정부기엉 간의 강둥융 넙어 IT산엽 외부의 정부

정부와 기엉까엉 사이의 강퉁구조가 중충화되는 문제정올 야기하였다 예틀 을연

IPTV

의 시행 여부을 두고 홍신사엽자와 케이블사업자들 간의 갈동은 궁극적으로 갱홍부와 방
송위원회 사이의 갈등으로 확대 되었다
2000년 이후 정홍부의 정책 네트워크는 기존의 정부와 지엉 간의 갈둥을 넘어서 다충적
구조의 갈퉁 형태로 연화되었다 경쟁 부처와의 갈등 구죠가 관련 기엉 간의 강풍 구조로

전이되기도 하며， 역으료 기엉 간의 갈풍 구조가 부처 간의 갈등 구조로 확산되는 형태가

퉁장하였다 그러 냐 2001 년 7월 13 일 발표된 부처 간 IT관련 업무영역 조정 합의사앤안)
에 따트연， 정보용신과 정보화의 종합조정부처로서의 정흉부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그
결과 정흉부 중심의 기존 정책 네트워크가유지되었다

이처럼 새홉게 등장한 사업영역에 대한 부처 간과열 정쟁과 정치권의 공방은 신속한 법
규 및 제도적 대안 마현을 어렵게 하는 정치척 불안정성을 중가시켰다 동시에 신규 사업

자들의 등장에 대한 기존 기업들의 위기의식은 갱흉부의 정책 네트워크의 자기강화 에커
니즘이 작동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다응 정써 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2000년

대 。1 후 정통부의 정책 네트워 크의 동태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혜분
석을제시한다

2

IT정책 네트원크 내에서의 길등구조 심화

IMT-2000, W1P1, IPTV 사례

분객

2000년 이후， 글로벌 통신시장과 국제기술g준에 대혜 바라보는 정흉부의 시각은 정책
네트워크 내의 기업들의 시각과는 영백한차이가 있었다 IT기술의 확대에 따른 부처 간의

경쟁은 정용부에게 독자기술개발로 인해 유앙되는 정치적 위상에 주목하게 한 반연， 기업

22) 부져 간 IT관련 엉우영역 죠갱안은 관계우저(정용부， 산자부， 문화부， 공갱위)애서 조정 요쟁한
18건애 대하여 2001 년 5월 이후 재정부릉 중심으호 3 차예의 관계차관회의와 7차혜의 싱우초정
회의툴용하여 쪼갱안율 아연하였다

94

한국정치 언구 재잉집 지G 호(201이

률은 국제기슐요준융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재객 효과에 집충하도록 하였다 200 1 년

I MT-2뼈 서비스는 갱흉부와 기엉 간의 기울요준채핵융 둘러싼 대표적인 갈퉁구조 사예

였다 과거 정흉부 주도의 단일표준쟁책에서 민간 사엉자 중싱의 확수기슐표준이 쳐옴으
로 쩨기핑에 따라 갱용부와 가엉 간 아살이 발생하였다 u’ 갱홍부는 과거 CDMA 7 1 슐깨발
의 성공융 바탕으로 제 3 에대 서비스 시장에서도 미국의 동기식 앙식 (C DMA-2000)의 기슐
표준올 적극적으로 고수하였다 왜냐하연 기존 정책 성공의 연속성이라는 부처의 당위성
자원과 기존 사엉자율의 잉장융 애려한측연이 모두 고려되었기 때운이다 반연 서비스 기
엉과일부후발제초기엉들은시장의규모나기슐척우위에서앞서냐갔던유협의비흉기

방식 ( W-CDMA)'씨융 선택함으로써 정용부의 입장과 엇박자를 보였다 2000년 당AI I Mτ
2뼈 사엉은관련업체들에게는 황금의 。|풍홍신사업’으로 여겨졌으며， 사엉권 획득 및 기

슐개발이 용신시장 개연의 절갱척인 연수로 인식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률 을연 SK
쟁레홈의 손길숭 회장은 -정용부의 풍기식 앵식의 서비스 권고와 달리 비용기식 방식융
신갱한 이유는 글로명 시장과의 연제와 사엉영역 확대 때문이다‘라고 의견을 표영하였다

(S K앵레몽 2006). 이것은 기엉둥이 갱흉부의 정책과 ETR I 의 기슐에안 의존했던 과거 때
턴애서 벗어나.향후 기슐빵향과 시장의 장재성율 에 욕할 만큼 성장한 데에서 초래왼 요인
이기도하였다

한연， C DM A의 기슐개발에 장여었던 제조기엉 내애서도 입장연화의 웅직임이 나타났
다 CDMA 기슐에 륙화 되어있던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는 정용부융 중심으로 CDMA 방
식의 우월성을 띠력한 반연， CDMA 양식과 W-CDMA 기술 모두에서 경쟁력올 갖훈 ω
전자와 CDMA 기슐개방 프로젝트에 장여하지 옷한 후발 기업틀은 서비스 사엉자 중싱의

W-C DMA 방식의 기중 논리톨 업쳤대강하연 외 2006, 94). 이처엉 1 Mτ2000 사업 은 IT
갱왜 네트워크 내에셔 갱용부흘 옐우로 한

CDMA 셰초군 대 서비 스 기 엉올 중심으로 한

W.C DMA 제초군 간의 치열한 기승g준 논쟁으로 확산핑으로써 강풍구조플 심화시컸다
그러나 주혹양 것은， 1Mτ2000 서비스 사엉올 두고 벌어진 샤엉자 간 컨소시엄 경쟁에
서 정흉부는

CDMA 앙식을 신갱한 신규 사엉 X댐 의도적으로 얘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3) 유션앙과 우선앙이 경합외 는
예이터

I MT-2QOO.은 인터넷 충심의 1p( lntemet

Protocol) 얘킷옹 이용"여

음성 찍상등의 정보가 용앙외는 기슬과 그에 따흔 긍표영 서비 스화라는 새로용

71*

연용이 잉여나게 되었다(전기용신연자보고서 2ω'3 ， s()'5 1 ~

24) IMT-2000 71 슐g훈 중유업식의

W-CDMA 앙식은 우션부문은 일용의 NTI Dooomo방식융 채

용하고 교양기부문은유럽식융 기만으로 히는연 잉요춘이다{손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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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유선 홍신 서비스의 후발 기업인 하나호텔레콩이 주도한 한국 1 Mτ2αm 컨소
시염 이 통기식 방식의 사업 신챙을 했음에도 올구하고 정흉부는 최종적으로 설비투자 능
력과 서비스 정험 부족올 이유로 사업에서 배져 시쳤다(디지털타임스 200ν% α 6) 반연 한

국 1Mτ2뼈 컨소시엄 의 주혹이었던 기존 PCS 사업자인 LG 탤레콩에게는 풍기식 사업
장여를 종용하였다 LG텔에콩 입장에서도 1 Mτ2000사업 철수가 공 기존 정책 네트워크

로부터의 。1 달을 의이하며， 이는 곧 홍신산업 전반에 대한 포기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우
려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절과적으로 SK탤레콤과 KTF가 W-CDMA 방식의 3세대 이풍
홍신 서비스를 결정함으로써 정홍부의

CDMA 단일기술g춘정책이 저응으호 실때하는 결

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정홍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CDMA 방식의 3세대 서비스을 추진

하던 LG 텔에콩마저 상엉성을 이유로 서비스 포기흘 선언하였다 그러나 1 Mτ2 뼈 사업

자 선정과정에서 정풍부가 통신시장 3강 구도의 정착이 라는 정책 목표를 위혜 기존 흉신

사엉자 우대라는 입장올 분영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기엽들어 게 이탈통인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송정재 2009‘ 169)
정흥부가 2003 년 국내 모바일 단일 을랫용 홍합올 위해 추진한 WIPI 프로젝트에서도

자가강화 작용이 또한 잘 드러나고 있다 당시 국내 이용용신 사업자들에게 국내 단일 모
바일 플랫용을 개발한다는 것의 의미는 뀔정 λkfi)의 BR E W와 SUN사의 Java둥 세계 모
바일 플랫용 시장과의 단절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갱흥부
와 이용흉신 기업 간의 갈등은 이이 에견되었다 국내 이용홍신사는 해외 오아일 플랫용에
기반하여각사의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상황이었기때운이다잉!다시말해정

흥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국내 단일 모바일 플랫용 개발프로젝트는 그 동안 이동통신사
을이 개별적으로특화시킨 시장우위흘포기하라는것과같은의미로 받아툴여졌다{강하
연 외 2006, 102) 그 결과 W!PI 기술개발 초기부터 쟁흉부와 이용용신λF들과의 협력은 부
진할수밖에 없었으여， 1Mτ21α 사업에 이어 정흉부의 일방적인 국내 독자기술개발 프로

젝트는 서비스 기엽을과의 울일요한 마찰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 나 W IPI는 서비스 기엉 간 협력 제제를 확대핸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통홍
신엉계는 ‘경쟁사와 협력하더라도 각사의 자영화된 사업전략을 포기핸 것。1 아니며， 최
근 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새료운 수익올 내기 위혜서는 사업자간 협력이 무엇보다

멸요하기 때문”이라여 결과적으로 WIPl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모송을 나타냈다H세계일보

25)

SK텔에콩과 LG 앨혜옴은

Java 프로그생， Kπ는 BREW 프효그앵을

시용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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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 기간룡신서비스시엉의

A 엉자 재연

과정

2003/O 71l 4}
〈그립 4)애서 나타나듯이， 지난 15년간의 기간용신사엉 재연과정옹 IT기울 연화의 육도
에 걸맞게 기존 서비스의 여 지와 신규 서비스의 퉁장이 엔언하게 밥생하였다 묵히 갱흉부

가 강력하게 추진한 핵심 사엉융 중심으로 기엉 간의 이합집산과 M&A의 과정이 번언하
게 일어났다 예용 톨어， IMT.2000 서비스 사엉의 진용융 위왜 앵성원 컨소시엄은 서비스
사업자훈만 아니라 장비 엉체까지 포항왼 대대적인 앙병 과정융 거쳤는데， 여기얘서 도 기
존 갱책 네트워크 내의 행위자을 사이의 합영율 용한 신규사업 진층이라는 기존의 때턴이
반혹적으로 망생하였다 SK옐에콩은 우선사엉져 충 신세기용신， 새갱탤에콤， 해며탱해용
과유선사엉자인 파워용올 중심으로 컨소시엄용 구성하였J!. KT는

KTF. 한솔 PCS. 옹셰

용신， 서율이동용신，한화전자， 대우전자， 앤택융 합앵 및 컨소시엄에 포함시졌다 LG탱레
홈의 정우 LG 선자와 LG정보통신용 합영함으로써 이용용신단말기 잊 장비제조업체의 단
영화읍 형성하였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기존 용씨사업지들은 한국

IMT-2000 컨소시엄‘

융 흥해 사업 참여홉 시도하였고， 이 과갱에서 기 ζ낸신서비스 시장의 구조는 SK앨레콤‘

~댁 JT산엄 정책 네트워크의 지속성

KT(F), LG텔레콩의 3강 구도로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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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주요 행위자들은 기존 정책 네트워크

안에 잔류하는 것이 신규 사영 진출 및 기존 사업재연 과정에서 상당한 기득권올 누렬 수
있다는 정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연 기존 사업자 중심의 자기강화작용은 2008년 JPTV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났다 신사엉으로 성장하고 있는

IPTV 시장으로의

진출올 위해서 S K 텔레콤은 하

나로탤레콤{하나TV)의 인수가 불가피했고， 그 과갱에서 정용부의 도웅으로 공갱거래위
원회가 제기한 주따수 독정 문제플 혜정항으로써 경국 사엄인가를 획득하였다 더 나아가

2008 년 4월 I PTV엉 시행령과 판련하여 빵송통신위원회 는 KT 풍 홍신업계 측이 제시한수
정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반연，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방송사측과 케이블π 업계를 배제하
였다 이에 대혜 박노익 방흉위 융합정책과장은

"IPTV 사엉을 하려는 사업자를융 중심으

로 구 정흉부 때부터 해왔던 회의”라는 입장을 g명하였다 갱흉부의 정책 네트워크가 현

방홍위 체제 내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융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흉부
는 국내 용신시장의 유효경쟁을촉진하기 위해 WJ이동홍신엉쩨 (M애0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M M VNQ가 현재 이동홍신사엉자에게 미
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둥(아이뉴스

24 200311 1124), 신규 서비스 도입에

있어서 흉신시장의 다양성 대신， 기존 사영자 중심의

국한왼 시장을유지하려는 의도릉드러냈다
이처럽 이풍홍인사엉자들은 갱용부의 갱책에 대한울만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볼구하고
기존 정책 네트워크로부터의 이활용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보다는 그 또벼 서 대안올 모색
하였다 기엽의 입장에서 현 시갱의 갈퉁과 실 패에 따라 정흉부의 정책 네트워크로부터 이
탈항경우，다응신규사엽에 진입할수없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었기 때문이다 즉기존
정책 네트워크의 자기강화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작용한 결과， 주요 행위자들은 현재의
문제정에도볼구하고，~후 발생힐 이익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신할수 있었던 것이다

3

새로운 현상의 대두 정책 네트워크 외부로부터의 도전

2뼈년대 중반 이후， 정통부의 정책 네트워크는 기존의 IT정책 네트워크 내의 행위자들

간의 강둥뿐만 아니라 외부 행위자틀과의 갈등이 고죠되었다 특히， IT기술의 확산을 두

고 부처 간 갈등구조가 재현되거나 관련 기엽 간의 갈풍 구조로 확산되는 현상이 둥장하
였다 특히 IT산업의 주무부처인 갱용부와 방송 산업의 주우부처인 방용위원회의 강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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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대요객이다 그 풍안 상대적으로 엉격하게 구별되었던 방송과홍신 영역이 IT기숭의

발션과 융합애 따라 하나로 흉합되어 가연서， 갱용부는 방송위의 갱책영역으로 자신의 엉

우 영역융 확장하였다 그 과갱에서 양 부지 사이의 갈동은 판현 기업 간의 갈풍으로 확대
되는경과가초래되었다
2003 년 갱용부의 신성항동력사엉의 일환으로 추진원 위성 DMB 사엉이 대 g객인 사혜
이다 갱용부는 위성 DMB 사엉 도잉융 추진하연셔 용신사업자로 허가받거나 퉁혹， 신고
하라는 역무쩨도 개선안융 발표하였다 이애 대해 방송위는 위성 DMB 자체용 방송법상
의 위성방송사엉자로 포함시쳐 사업 허가권용 주겠다고 반악하연서 갈퉁이 심화되었다
특히 정흉부는 자세대 방송 룡신 융합 서비스의 주도권을 의식하여， 위성 DMB 사엉융

용해 용 북합 신규 사업의 정책과 규째제도 수링융 갱풍부로 일원화하고 방송위를 정흉

부 산하 용신위와 합쳐 시장 강시와 규재 집행융 당당하는 하위 기판으로 포성하려는 갱
치적 목객융 가지고 있었다{전자신문
기업의 SK옐얘콩‘

2003/05128)

갱용부와 방송위의 갈퉁옹 용신서비스

KTF, LG탤에콩과 지상따 명송샤업자인 KBS, M BC， S Bβ 그리고 판련

DMB 사엉자 간의 갈동 구조호 선이되었대김앵호 2(04) 그 절과 DMB 방송용 툴러싼두
부처 간의 신경션은 판련엉 개정 문제로 확산되었고， 2004년 국회의 방송엉 개정이 흥과되
기 전까지 앙부처 사이의 강동은 지숙되었다 .，

2005 년 IPTV 서비 스 시앵율 두고 갱용부와 앙용위의 갈동 구조는 더욱 욕장화 되 는 양
상으로 전개되었다 정흉부와 용신사업자 진영은 w까올 홍신서비스의 부가서비스로 인
식한 반연， 앵승위원회와 방송사엉자 진영은 총합유선앵송이나 별정방송이라고 주장함
으로써 여전히 미요하지안중요한잉장차이용 드 러냈기 때문이다(주갱인 2005 ， 161-1 97).
륙히기업간의갈풍구조인홍신사업자와커이읍TV 업계와의용회는이션보다심화되었
다 케이용 엉째는 홍신사엉자들이 부가서비스의 앵태로 1PTV용 도입할 정우， 유료 방송

시장에 무입숭자"는 앵국이 왼다며 방송시장에서의 생존문쩨용 피혁하였다 반연 용신
사엉자는 현행 션기용신사업법상 운재가 없으여 ， 오히려

IP 셋용박스‘

디지헝 π 둥 하드

웨어와관련 방용 콘땐츠 횡성화라는 타당성융 이유로 시장 진§ 의져툴강력히 요출하였

다 절과책으로 두 사엉자 진영의 갈퉁문제는 주무 부처인 정흉부와 방송위간의 영역 다
26)국회 는 2004녕〕월 2잉악완용국회의갱칙권으료 DMB 판련엉 율온회의에상정었으여，찌혀의

원 2액 7 1 영 가옹예요두 l 액69영이장여한 g령에서 찬성 l 액 671< 기권 21<의양도혀 g자료엉
안 깨갱 융 가경했다 이에 따라그동안 S K 렐레용-& 중심으로추진애 용 DMB 사업용 법용적 근
거률엉찌 g 다

한국 IT산엉갱책너트워크 의지속성

용으로 재자 확산되었다 절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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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서비스 도입 여부를 두고 2004년부터 시작된

두 부처와 풍신 및 방송 기영 진영의 대립은 2007년 11 월 국회에서 lπV 시뺑령이 용과되

기 이전까지 상대 진영의 반대툴 완화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올 소비하여야 했다 이로 인해

1PTV 서비스의 도입이 지연되었고， 자연스럽게 1PTV 시장의 확대가 예상에 이치지 옷하
는 결과별 초래하였다 더욱이 두 부처 간의 갈퉁은 위성 DMB 사엽처험 정치권의 갈동으
로 비화되연서， IT 갱책에 있어 과거와 다르게 갱치적인 이해관계의 조갱을 통반하는 복잡
한 정책 네트워크로 변화되었다 특히 정용부와 방송위 간의 심각한 갈퉁양상이 정치권의

대립 으모 확산되자， 두 부처에 대한 대용령의 정치적 개입을 초래하였다 2008 년 이영박
대풍령은 취임과 합께 두 부처를 홍합하여 함의제 성격이 강한 방송홍신위원회를 신설함

으로써 두 부처 간의 갈동 구조릅 표연상 제거하였다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는 정홍부와
기존 사엉자 모두에게 협력 쩨제를 더욱 강화시킬 용인올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V,

철론

지금까지 한국 1T산엉에서 주요 행위자들 A씨의 관계가 협력적 관져 에서 갈동적 관계
로변화하고，새로운 1T 서비스의상엉적실패가증가하는현상이대두하였음에도불구하

고， 1 990년대에 형성된 정책 네트워크의 을。1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응올 살며보았다 구
체적으로 행위자을 사이의 관계를 보연， IT산업의 쟁책 주도권올 획보하기 위한 정흉부

와 산자부 사이의 갈둥，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융 위한 기술 g준의 문제를 둘러싼 정용우
와 민간기업 사이의 갈풍， 방송과 홍신의 용합에 따른 민간기엉 사이의 갈등과 같이 다양
한 행위자들 사이의 갈퉁이 다양한 충위에서 중총적으로 표출되었다 그 컬과， 1 990년대

CDMA 기술의 상용화로 대 g되는 1 T산엽의

성공이 2000년대 이후

1PTV 및

위성 DMB 동

에서 상엽적 실때가 초래되는 현상이 증가하였다 복합적 현상의 증가에도 붕구하고 lT산
엉의 주요 행위자들은 기존의 정잭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현상유지 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

냈다 여기에는 기존 정책 네트워크의 자기강화 메커니즘이 작용하였다 민간기업을은 기

존의 정책 네트워크에 잔류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에 진충할수 있는 기회을 획득하였고， 정
흉부로 대표되는 정부 기관은 기존 정책 네트워크의 유지을 풍해 1 T산업에 대한 정책적 주

도권을 유지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옹 연구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시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끼존 연구률은 성공 또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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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가운떼 하나의 사혜에 초점율 맞충으로써， 한국 I T산업의 일연율 과도하재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온 연구는 협력과 갈등， 성공과 실때라는 복함적 현상에 초정융 맞

층으로써 한국 IT산업의 특성과 성과용 보다 거시적흐로 따악힐 수 있는 분석적 토대용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었다 예용 융어， 대다수의 기존 연구을은 정부의 개영척 갱왜이
냐 민간기업의 기슐책 우위와같온 요인애 초정 을 맞추어 한국 IT산엉의 생공 원인융 규영

하려는 시도용 해왔다 기존 연구툴은 개영

IT 서비 스 의 성공 또는 실때용 성영 'f는 에 는

에우 효과적이지안， 한 산엽의 성때 톨 한두 가지의 요인으로 한국 IT.산엽 전반의 성공융

셜영하는 과도한 일반화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깨멸

IT 서 에 스의 생공

또는 실패툴 셜영하는 데서 벗어나， 한국 I T산엽이 2αm년대 이후 일부 실패 사혜에도 불
구하고， 대제로 성꽁적인 이유는 갱책 네트워크의 자기강화 메커니즘이 작용한 것과판련

이 있다고 파악한다 n산엽이 성용할수 있었던 이유는 갱책 예트워크용 유지함으로써 개

별 행위자들은 현 시껑이 아니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이익올 누혈 수 있는 구죠가 앵성되
었기 때문이다 한국 π산엽의 주요 행위자들은놓은용확실성융 장기간에 걸쳐 완화시키
고. 이익융 실현힐 수 있는 정책 네트워크를 만들어앤 것이다 정책 네트워크의 유지로 인
해 발생하는 이익은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연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개별 앵
위자들은 비욕 현 시점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향후의 장기 잭 이익의 싱현옹 위해 정책 네 트

워크에 잔류하게 되고 다른 대안객 제도률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정책 네트워크의 자

기강화 에커니즘이 작용하였다 혹갱 사혜애 주로 작용한 재 l열 정책 또는 개영척 비교우위
와달리 ， 갱책 네트워크의 자기강화작용은한국 IT.산엉 정안에 걸쳐 작용하였다는 정에서
본 연구는한국 IT산엽의 천반격 성공융 설명하는 데 도웅이 핀다
률째， 한국 IT산업에서 발견되는 다양한특성플융주요 행위자를 사이에 형성왼 갱액 예
트워크툴 중심으로 생영하는 기존 연구의 성과가 상당 부분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

구들은 주로 ~댁 IT산엉의 갱잭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갱융 주로 설명하고， 갱책 네트워
크가 유지， 연화되는 에커니즘윷 설영하는 예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 존 연

구의 성과률 보완하여 1 990년대 앵성왼 IT산엉 정액 예트워크가 2이m년대 이후에도 유지

되는 에커니즘융 규영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IT.산엉이 지난 10여 년 홍안 급격한 변확의
과갱용 거쳤음에도 영구하고， 갱책 네 트워크의 기온읍이 유지되 는 자기강화 에커니층의
작용과껑을 구째객인 사혜연구용용해 추적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tlc국 π산업 갱왜 예트워크의 지속성

101

투고일 2010년 7월 cy:y일

심사일 2010년 8얻 9얼
게채확정일 2010년 9월 1 3'일

창고문현
강하연 유현석 송정재

에커니즘 비교연구

갱인억 칙향미

2006.

-통상현안 경갱과갱에서 IT산엉의 이얘반영

- IT 기앙 요준회} 과갱융 중심으로

정보용신갱책연구원 연구보

고서 ， 06- 15

김재 윤 20이

. CDMA 성웅신화의 시사정 - rCEO lnfonnationJ 저 326호 셔올 삼성경제 연구

소

김영효

2004. " DMB 도잉정책에대한반성적검토 . r，한국언혼갱보학회J 26.호

135- 1 56

방송용신위원회 2009. '2009 영송용신산엉흉셰 연보i
성지은

2005. r갱보홍신산업의 갱빽진화 - 이동용신사업자선정사예 § 충심으호ι 서용 한국

악슐정보
손열

2003. "11.증진쟁과 이래전화 - 윤영관

유석 신 연 r얘력으로 엮는 동아시아，1，

133-140

서

올한웅아카데 미
송경재

2009

‘한국 I T산업 정책결정과정 의 정책 네 트워크 연구

• ，한국행갱연구， 1 8권 3호 ，

159.181
송미원

2002. '0] 동용신

정책네트워크가사엉자선정 에 이치 는 영향에 판한 연구. 이화여자대

야교박사학위논문
송워진

1999.•국가연구개발사영의

보， 33권 l 호

갱쳐학 C DMA기양개양사엉의 샤혜분석

•

，한국행정아

311 .329

_ _ .2005.'한국의 이용용신 추격애서 선도의 시대"-， 서용 삼성경제연구소
2006. r기융혁산파파하기승정셰 서 올
S K댈러l콩

E네 상스

2004. rMobile since 1984 Storyι 서 옳 S K탱에용

2006. r5K 50년사* 서융
이영호 김혜현

2006.•한국

SK 텔에룹

IT산엉정책의 영가와향후 갱책방양.，갱보통신정액연구'J 1 3 권 3

호 1 1-4 1

이재영 유션실 권지인

2007 껴지형 건에전스환정에서의 신산영 팡성화전략연구- 갱보용

신갱책연구원 수학연구， 07-05
이정혼 이진추

1992 .•한국용신산엉의 71 숭알전과쟁과 기융혁신전략 전자교환기 개발사예

효택정치연구 제잉집 지뻐호.(201 이

102

올중심으로~
정보흥산부

fTelecommunication ReviewJ 2집

2003. r한국의

11 호， 1 8-43

정보화 전략ι

2003. r갱 보홍신백서 j
정보홍신갱액연구원 200 1. r정보용신 20 세 기사j
정보홍신연구진흥원 2002. r갱보용신연구진흥원 10년사」

정용냥 2007 ‘주인-대리인 이흔으로 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엉애서의 행위자 판계 변화- 한
국챙갱 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하)， 7 17-735

조국현 1996 ‘국가연구개발프로젝트 성과의 영향분석 TDX R&D Projects 사예 용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죠화순 2003. ~ IMτ2000 기슐표준정책의 정치정세 ‘ r한국정치학회보， 43권 l 호， 69-87
주정인 2005. " 1πV의방송용신용합적특성과도입갱책에관한연구" ，사이어커유니케이션
학보， 15호，

최충규

161-197

2004 .•π산업 발전의 동인과 갱책적 시사정 ~ KERI 갱책보고서， 2()()4..(}S

한국전자용신연구원 2002. fCDMA 기슐개앙 잊 산엉성공요인과향후과세
흥성컬 2003a.•일전국가의 부영? 산엉화와 갱보화의 비교 완충국가흔의 시흔적 적용‘ 한국
행갱학회 하계학술대회 발g논문집， 351 - 366

--•

2003b.•갱보화시대에서의 국가역할파 경제발전 아일랜드와 한국 알전국가의 비교 ”

r한국갱치학회보， 37권 3호， 357-380

흥성엄 깅태성 1999. r교환기산업의 기술여신패턴과 전개망향J 서올 과한기슐갱책연구원
디지탤타임스 2005/04126

'1 경 ECQNQM Y. 20 \0/02103
매일경제 2()(잉 여./ 1 8
세계일보

1996/0 1/12;

아이뉴스24.

1 996/02α6;

2003107/14

2003/1 1124

IT용계포탈 (www.i tstat.go.kr)
전자신문 200겐01101 ; 2003깨051δ8

갱보용신연구진흥웬www.i ita.re.kr)

한국정보홍신진흥협회(www.k잉t.or.kr)

‘

Arthur, W. Bra띠 1989 ‘Com야ting Technologi es, Itκ -ea sing Retum and Loc k.in by Histoncal
Events ‘ ECQnomicJournal99 , [1 6- 131
David, Pa비 1985 ‘ Clio and the E∞ nomi c of QWERTY ‘ American Economic Review 75. No. 2,
332-337
EIU. 2007. IT Industry Competitiveness Index 2007

한국 πt냉정의네트워크의지속성

103

2008. IT Jndustry Competitiveness Index 2008
_ _' 2009. IT Industry Competitiveness Index 2009
Joscph, Wong. 2003

‘

From Learning to Creating: Biolechnology and the POSI-induSlrial

DeveJ opmental State in K。πa.~ Joum이 ofEast Asian Sludies 4. No. 3, 497-517

Kushid a, Kenji and Oh Se ung-Youn. 2007. Ihe Political Economics of 8roadband in So uth
Korea and Japan.~ Asian Survey47. No. 3, 481-504
Lee, Seungj∞ 2004. lransfonning lhe De velopmental State in Korea under GIφalization : The
Case of the IT Ind뼈 ry.ø 10 Gedeon M. Mu da<: umura and Shamsul Haque, eds. Handbook

01 Development Palicy Stutlies , 509-522. New York: Marcel Dekker.
Nonh, Do uglass. C. 1990. I씨1;IIII;0I1S， Institutiona/ Chollge and Ecorwmic Performa κ'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Olson , Mancur. 1986. "A Theory of the Incentives Facing Political Organizations: NeoCo rporalism and

H영，monκ

‘

State: Intematior al p，이 ticol $cie，κ;e R，αew 7. 165-189

‘

Pierson, Pa미 2000. -lncreasing Retum~‘ Palh Oe pendence, and Ihe Sludy of Polìtìc ~ The

‘

AmericanPt여'itico/ $cience

Review94. No. 2, 251-267

lorld Economic Forum. 2009. G/obol /T Report 2009.

104 한국정 i 땐구 제19집 지 3호.(201이

ABSTRACT

Self-Reinforcing Mecha nism and Continuity
in Policy N e two rk:

Th e

C.se o f the K o re.n

IT Industry

Seun밍00 Lee a삐 Hyun Park

I CIU앙쩌바빼W

Th e ∞ mplex phenomena in which α>operalion and conftict among key players as well

as success and failu re coexist emerged in the Korean IT industry since the 20005. This
study aims to explain why, despite the increase in connicts and fai lure, key players in
the IT induslry tended

10

maintain Ihe exisling policy network. We argue that the

reinforcing mechanism of the IT

p이 icy

s터 f.

network such as leaming effects and switching

∞sts exiting from the existing p이 icy network has substantially inftuenced the key player‘
S statuδ-quo

major

oriented tendency. Players within the current

beneβciaries

polκy

network

lum어

out 10 be

of frequent π에organizations of the IT industry. Only firms that stayed

in the existing network could successfully enter the next generatÎon of IT businesses,
while govemment agencÎes - În partÎcular Ihe MIC • could fend off challenges from other
mÎnîstries that attempted to expand policy jurisdiclÎon over the IT indus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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