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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융합 산업의 발달과 정책적 시사점
- 양면시장 이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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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머리말

최근 IT 융합(컨버전스)을 통한 산업과 기술의 새로운 변화가 가
속화되고 있고 경제부문뿐 아니라 사회∙문화∙정치의 제반 영역에
그 영향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융합화는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성을 가져와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복잡하고 치열한 경쟁에 대처해야 하
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융합환경하에서 자신의 플랫폼을 통
해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성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전반에 걸친 IT 융합 현상이 이미 시대적 추세로 확
립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언론이나 학계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상황에 부합되는 이론적 분석
틀을 소개하고 아울러 관련된 법적, 제도적 검토를 시도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IT 융합 산업의 개념 및 특징을 검토한 후 현재 IT
융합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각국의 현황과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3장에서는 IT 융합
을 추동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플랫폼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설명과 사례를 통
한 플랫폼의 성공 전략을 분석하였습니다. 근래 플랫폼을 경제이론
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양면시장 이론을 이용하여 외
부성의 내부화, 가격 결정, 플랫폼들 간의 경쟁과 같은 주제들을 체
계적으로 정리∙소개하였고 이러한 이론적 토대에 바탕하여 유망 플

랫폼의 발굴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전략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리고 제4장에서는 융합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과 경쟁정책 및 지적재산 정책 등의 이슈를 검토
하여 아직 이론적으로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재의
정책적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주제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이는
향후 융합화의 진전과 양면시장의 본격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현행
의 법, 제도에서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시
사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 하준 부연구위원과 자
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박사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보고
서가 IT 융합과 플랫폼의 본격화에 따른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판
단하고 관련 종사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의 견해이
며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2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송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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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연구 배경과 목적
최근 산업과 기술의 변화는 융합(컨버전스)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며 한국 기업과 산업의 체질
이 개선되었고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최근 산업과 기술의 조류는 융합, 스마트(smart)시대의 도
래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하에서는 순간적인 실수나
판단착오가 기업과 산업의 운명을 뒤바꾸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스마트폰(smart phone)’시장에서의 대응 실패가 기존 유력업체들(예
컨대, 노키아, 모토로라, LG전자 등)에 미친 영향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실수를 통한 경험
의 축적이나 재반전의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변
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따라가려는, 더 나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10 IT 융합 산업의 발달과 정책적 시사점

혁신으로변화를주도하려는노력이요구되고있다.
기술과 산업에서 큰 흐름을 이루어가고 있는 융합화는 이전에는 생
각하지도 못한 다양성을 가져와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복잡하고 치열한 경쟁에 대처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융합환경하에서 자신의 플랫폼(platform)
을 통해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성
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 및 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전자통신,
디지털 기기 산업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머지않아 자
동차에도 디지털 기기들이 장착되고 이용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
한 추세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산업 전반
에 걸쳐 보편적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산업 전반에 걸친 융합 현상이 이미 시대적 추세로 확립되
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언론이나 학계, 연구소들에서는
단편적인 사례의 나열이나 표면적 현상 파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고 본격적인 이론적 분석틀의 구축과 사례
들의 유형별 축적을 통한 데이터 확보에 기반한 실증분석이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일단 본 보고서에서는 양면시장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
상황에 부합되는 이론적 분석 틀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울러
관련된 법과 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선행연구 검토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의 중요성과 작동 원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는 Rochet & Tirole(2003)로부터 이루어졌다. 이들에 따르면 양면시장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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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혹은 복수의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
게 함과 동시에 그 양측에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여 수익을 내는 시장”
이고 양면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이상)의 이용자 집단이 특정
플랫폼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작용에 따른 가치가 간접 네트
워크 외부성(indirect network externality)의 영향을 받게 된다. Rochet and
Tirole(2006)은 간접(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입 외부성과 이용 외부
성으로 구분하면서 플랫폼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균형 조건을 도출하
였는데 그들은 플랫폼의 가격수준이 주어진 조건에서 각 면의 가입자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플랫폼의 이윤극대화와 동치라는 것
을 도출하였다. 이는 양면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시장에서는 가격수준
이 아닌 가격구조가 가입 또는 이용 외부성을 내부화시키는 작용을 한
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이 결과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각 면에 대한 상이한 가격책정 및 특정 면에 대한 한계비용 이하의 가
격책정이 양면시장의 고유한 현상이자, 이윤극대화에 따른 당연한 귀
결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플랫폼의 성공전략을 위한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밖에 Evans & Schmalensee(2008, 2007)는 아직 전문가들의 논의에
치우쳐 있는 양면시장 이론을 보다 대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례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Rysman(2009)은 최근까지의 이론적 동향에 대
한 좋은 개관(survey)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IT 융합의 확산에 따른
정책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데 경쟁정책, 특허 관
련 이슈들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국내의 연구로 이상규(2010)는 양면시장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산업
조직이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선 특정 시장이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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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미흡하므로 이를 위해 플랫폼
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의, 양면시장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 등을 검
토하고 있다. 또,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융합시대
의 경영전략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데 김덕현(2012), 김창욱 외
(2012), 복득규 외(2008), 최병삼(2010, 201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손상영(2011)은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플랫폼들 간 이질성
(heterogeneity)의 확대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디
지털 생태계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을 검토하여 플랫폼 생태계의 주요
특징들을 반영한 경쟁 모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경제에 대한 후생 분석
을 시도하였다. 윤기호(2009)는 융합(컨버전스) 환경에서의 시장지배
력 지위 남용에 관한 경쟁정책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동 논문은 그
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소위 충성할인(royalty discoun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김현
종(2010)은 경쟁을 일정 거리영역으로 제한하는 시장획정의 개념이 경
제적 실효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쟁당국
및 법원의 처리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규정상 존재하
는 시장획정과 관련된 쟁점을 점검하고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IT 융합 산업의 개념 및 현황
IT 융합 산업의 개념 및 분류
일반적으로 융합기술은 미래 경제∙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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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제 및 이종 기술 간의 결합을 통해 확보되는 혁신기술을 말한다.
융합기술은 미래사회의 수요와 경제 및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개별 요소
기술들의 물리적 결합에 의한‘기술복합화’
보다는 화학적 결합에 의
한‘기술융합화’
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융
합기술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동종기술 간 융합’
을 넘어 보다
혁신적이고 미래의 파급효과가 큰‘이종기술 간 융합’
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IT 융합은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므
로 새로운 융합을 통해 연속성(continuity), 부가성(additivity), 확장성
(extension), 다면성(multi-sidedness) 등의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 연속성
은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부
가성은 기존의 융합에 새로운 것이 쉽게 부가될 수 있어야 하며, 확장
성은 기존의 융합이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새로운 융합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또, 다면성은 한 소비자가 하나의 기기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을 경험하게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IT 확산에
따라 경제주체 간 상호작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IT 기술 발전에 따른 향후의 신산업은 단일한 기술보다는 다수 신기
술들의 융합이나 신기술과 기존 기술들 간의 융합이 주도할 것으로 전
망되고, 융합의 유형도 기술과 제품, 서비스 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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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융합 산업의 현황 및 동향
IT 융합 기술은 산업 간∙서비스 간 융합을 유발하여 경제∙산업∙사
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융합기술에
의해 창출되는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으로 융합기술의 전략적
육성이 향후 과학기술적 진보를 촉진할 뿐 아니라 신성장산업의 핵심
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국의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기계, 조선, 항공, 에너지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IT 융합 산
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현재 1조 1,000억 달러 정도이지만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3% 수준을 상회
하는 연평균 13% 수준의 고성장이 전망되어 2020년이 되면 3조 8,000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의 경우도 2010년 현재 390
억 달러의 시장규모이지만, 세계시장보다도 다소 높은 연평균 16% 이
상의 고성장이 전망되어 2020년에는 1,500억 달러 가까운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IT 융합기술은재료, 전자, 광학, 에너지, 우주항공, 의학등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여 기술적 파급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예견
된다. 문제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오랜 기간
이 소요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직접 이해관계가 연계된 민간의 연구
개발투자외에도선진각국은정부차원의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국내의 경우도 IT 융합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과 정부 지원이 시도
되고는 있지만 일관되고 통일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부처별로
분산된 상태로 계획과 정책이 수립∙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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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성과나 실용화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3장 IT 융합에서 플랫폼의 역할 : 양면시장 접근
플랫폼과 양면시장의 관계
최근에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구조(자동차 플랫폼, 전자제품 플랫폼 등)나 상품거래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온라인 쇼핑몰, 운영체제), 정치∙
사회∙문화적 합의나 규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플랫폼이라는 용어
가 폭넓게 쓰이고 있다. 그 외에도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정의
가 존재한다. 또, 플랫폼을 각 구성요소의 역할에 따라 개방참여형, 기
술요소형, 부품조달형, 채널통제형으로 유형화하면 플랫폼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IT 융합에서 플랫폼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와 같이 융합의 모체가 되면서 플랫폼의 경제적 역
할을 수행할 수 있고, 둘째로 플랫폼 이용자 간에 상호작용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플랫폼이 없을 때보다 탐색비용과 같은 거래비용을 줄여
준다. 셋째,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
을 내부화시키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이 없는 경우 발생하지 않을 상호
작용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IT 융합에서 주목해야 할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s) 이
론에 입각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
는 한 방향으로 가치가 연결되고 흘러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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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고객확보가 중요한 사업전략이었지만 IT 혁신을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치의 흐름
도 생태계처럼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부가가치는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얼마나 극대
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플랫폼 자체를 이해
하기보다는 양면시장 측면에서 플랫폼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양면시장에 대한 이론적 설명
① 외부성의 내부화

플랫폼 및 생태계의 구축 등과 관련된 경제이론적 접근은 양면시장
(Two Sided Market, 이하 TSM)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양면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수준(price level)이
아닌 가격구조(price structure)에 의해 시장 균형수량이 결정된다는 점
인데 이는 양면시장에 참여하는 각 면의 참가자 간에 상호작용- (간접
또는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동일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다른 사람의 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간접(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은 동일 네트워
크에 속한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보완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증가
하여 간접적으로 부가적인 혜택이 증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Rochet and Tirole(2006)은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입 외부성
(membership externalities)과 이용 외부성(usage externalities)으로 구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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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의 논의를 수식을 통해 정리하면 플랫폼의 가격수준이 주어진
조건에서 각 면의 가입자 간에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플랫폼의
이윤극대화와 동치임을 의미한다. 가격수준이 주어진 경우에는 한 면
의 가격을 낮게 하고 다른 면의 가격을 높게 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
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② 가격 결정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격설정의 방식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
으로 양면에 고객을 충분히 유인하고, 각 그룹에 참가를 촉진할 수 있
는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Evans와 Schmalensee(2008)는 적절한 가격구
조를 설정하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는데 ⅰ) 접근과 이용에 별도의
가격설정을 하고, ⅱ) 양면의 수요에 균형을 맞추는 가격설정을 하라
는 것이다.
양면시장의 가격설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특징은 플랫폼이
어떤 고객그룹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아예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면시장(one
sided market)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기
준으로 가격결정을 해야 하지만 양면시장에서는 가격결정에 있어 다
른 면에서의 반응민감성 정도 및 비용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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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플랫폼 경쟁

복수의 플랫폼이 동일한 양면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에는 경쟁이
한 면의 거래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 가격탄력성이 높은 면에
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양면시장에서 가격구조 설정의 중요
한 법칙인데 교차(간접) 네트워크 탄력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가
격탄력성이 높은 면의 선택이 다른 면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면시장에서 플랫폼들 간의 경쟁이 존재하더라도
플랫폼들 간 이질성(heterogeneity)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후생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손상영(2011)
에 따르면 IT 융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켜 소비자의 선택폭
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예측과 달리, 양면시장에서 플랫폼들 간 이질성의 심화는 경
쟁압박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또, 플랫폼 경쟁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이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할
수도 있다.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선도하는 플
랫폼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각 면
에 더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새
로운 고객들도 기존 플랫폼에 가입할 유인이 크다.

④ 개방전략과 멀티호밍 이슈

Rysman(2009)에 따르면 양면시장 문헌에서 개방성(openness)은 ⅰ) 얼
마나 많은 면을 선택할 것인가, ⅱ) 경쟁 플랫폼들 간 어떤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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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tibility)을 선택할 것인가의 두 가지 전략에 관한 이슈를 뜻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서 플랫폼의 개방성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쉬
운 문제가 아니다. 앞서 플랫폼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중추자가 제공하
는 플랫폼에 보완자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지에 따라 개방적/폐쇄적
플랫폼 여부에 관해서도 언급했지만 현실에서는 각 기업의 입장에 따
라 선택적인 개방/폐쇄가 일어나고 있다.
한 이용자가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들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멀티호밍이 발
생한다. 일반적으로 경쟁기업들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호환
성을 추구하면 소비자는 외부성의 이익(network benefits)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비호환적이더라도 소비자들이 각 기업
들로부터 구입하는 식으로 멀티호밍이 가능하다면 기업들이 호환성
을추구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외부성의이익을누릴수있게된다.

IT 융합에서 플랫폼의 성공 전략
양면시장의 이론적 원리들을 이해한다고 이를 바로 현실에서 실행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모델을 통해 전반적인 양
면시장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동작방식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
적인 현실에서 그 원리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주어진 기회와 환경을 잘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망한 플랫폼을 개
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IT 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는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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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IT 융합의 확산에 따른 정책적 이슈와 시사점
융합촉진 관련 법·제도 및 개선 필요성
융합기술은 산업 간∙서비스 간 융합을 유발하여 경제∙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융합기술
은 기술발전의 트렌드로서 명확한 기술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이를 반영하듯이 선진국들도 자국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서 독
자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아닌 자국의 전략적 환경
을 고려한 권고 사항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우리는 2011년 4월‘산업융합촉진법’
을 제정(동년 10월 6일 시행)하
였는데 동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제2장), 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등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
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제3장). 또, 중소∙중견기업의 융합사업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
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도입하
였으며(제4장),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등 산
업융합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제5장)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기술융합 정책은 아직까지도 융합을 단순히 기술혁신의 수
단으로 파악하거나 관련 산업에 대한 단기적 시장성과 위주로 추진하
는 경우가 많은데 동법의 제정을 미래 융합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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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측면
양면시장에서는 전통적 산업조직론에서 문제시되던 시장지배력의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관한 판단에 중요한 수정이 요구된다. 단
면시장과 달리 양면시장에서는 한 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이 해당 시장
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해 연
계된 타 시장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해당 시장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시장지배력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관련시장
(relavant market)의 획정과 연계되어 있고, 한계비용 가격설정(MC
pricing)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경쟁이론은 양면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허 및 지적재산 관련 정책
지적재산권은 타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배타적 지위를 가지면
서도 상품의 생산에 추가로 필요한 한계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발명과
창작 등의 노력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복제∙모방 등으로
부터의 보호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어 왔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특허뿐 아니라 특허와 관련된 경쟁법적
규정 및 지적재산권 보호의 집행수단들도 함께 등장하게 된다. 따라
서, 특허제도와 관련된 정책은 기술변화의 방향, 지적재산권을 관리하
는 기업들의 전략, 산업에서의 재편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해서 IT 융합이 가져올 유용성과 공공에의 이로움을 극대
화하면서도 경쟁자들 간의 배타적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현명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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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강구해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최근 산업과 기술의 변화는 융합(컨버전스)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융합환경하에서는 자신의 플랫폼(platform)을 통해 생태
계(ecosystem)를 구축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성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플랫폼 및 생태계의 구축 등과 관련된 경제이
론적 접근은 양면시장으로 정리되고 있다. 양면시장에 관한 선도적인
문헌인 Rochet & Tirole(2003)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이 분야의 선행 연구
들을 포괄적으로 서베이하여 아직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현재 IT 융합 산업
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각국의 현황과 앞으로의 미래가 어
떨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마친 후 플랫폼과 양면시장의 관계를
살펴보고 양면시장의 핵심적인 개념인 간접(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이
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주제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IT 융합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확인하고, IT 융합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이 필요할지를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론적 설명과 사례 분석 외에 융합 기술의 확산
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과 경쟁정책 및 지적
재산 정책 등을 중심으로 양면시장의 이론적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검
토하였고, 아직 이론적으로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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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주제에 관해 다루었다. 또, 비즈니스 생
태계의 구축과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 조성 및 지원이 갈수록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IT 융합 생태계의 형성과 상생협력 문제를
보론으로 검토하여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생협력 및 동반성
장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향후 양면시장의 본격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현행의 법, 제도
에서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최근 융합(컨버전스)을 통한 산업과 기술의 새로운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경제 부문뿐 아니라 사회∙문화∙정치의 제반 영역에 그
영향이 파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며 기업과 산
업의 체질이 개선되었고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산업과 기술의 조류는 융합, 스마트(smart)시대
의 도래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하에서는 순간적인
실수나 판단착오가 기업과 산업의 운명을 뒤바꾸는 경우가 발생한다.
‘스마트폰(smart phone)’시장에서의 대응 실패가 기존 유력업체들(예
컨대, 노키아, 모토로라, LG전자1) 등)에 미친 영향이 그 대표적 예라고
1) LG전자는 2010년 10월 스마트폰 출시 타이밍을 놓치면서 실적 악화에 빠지기 시작한 후
계속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3분기 이후 연속해서 적자를 보다가 2011년
에는 소폭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휴대폰 부분의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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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런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실수를 통한 경
험의 축적이나 재반전의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따라가려는, 더 나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으로 변화를 주도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과 산업에서 큰 흐름을 이루어 가고 있는 융합화는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성을 가져와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복잡하고 치열한 경쟁에
대처해야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융합환경하에서는 자신의
플랫폼(platform)을 통해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성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 및 산업의 생태계 구
축이 전자통신, 디지털 기기 산업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
지만 멀지 않아 자동차에도 디지털 기기들이 장착되고 이용될 것이 명
약관화한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일정 정도 차
이는 있겠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보편적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면, 이제까지는 전화, 카메라, 신용카드 등이 각각 독자적인 기능
과 시장을 형성해왔지만 mobile phone의 등장으로 일정한 플랫폼하에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 전반에 걸친 융합 현상이 이미 시대적 추세로 확립되
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언론이나 학계, 연구소들에서는
단편적인 사례의 나열이나 표면적 현상 파악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
다.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고 본격적인 이론적 분석틀의 구축과 사례
들의 유형별 축적을 통한 데이터 확보에 기반한 실증분석이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일단 본 보고서에서는 양면시장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
상황에 부합되는 분석 틀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울러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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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 융복합화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낼 것이고, 신성장동력산업의 상당 부분이 융복합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양면시장(TSM)의 정확한 작동원리
와 응용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실패에 대응해야 할 정책당국의 감독규율(regulatory
discipline)을 확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책적 판단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융합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소위 네트워크 외
부성(network externality)이 작용되는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네트워크 외부성이 작동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이나 용역으
로부터 얻는 만족이 그 상품(용역)을 이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에
비례하므로 기존의 경쟁시장적 가격결정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수정
되어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
가 양면시장 이론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융합 현상을 양면시장
에서 플랫폼이 작용하는 방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융합현
상의 모든 부분이 양면시장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고, 양면시장 이
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의 이
론 틀로 융합을 설명하는 것에 비해 한걸음 나아간 방식이라는 점에서
현실 사례와 보완할 경우 좀 더 나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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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문헌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의 중요성과 작동 원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는 Rochet & Tirole(2003)로부터 이루어졌다. 이들에 따르면 양면시장은
“단일 혹은 복수의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
게 함과 동시에 그 양측에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여 수익을 내는 시장”
이고 양면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이상)의 이용자 집단이 특정
플랫폼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작용에 따른 가치가 간접 네트
워크 외부성(indirect network externality)2)의 영향을 받게 된다. Rochet and
Tirole(2006)은 간접(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입 외부성과 이용 외부
성으로 구분하면서 플랫폼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균형 조건을 도출하
였는데 그들은 플랫폼의 가격수준이 주어진 조건에서 각 면의 가입자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플랫폼의 이윤극대화와 동치라는 것
을 도출하였다. 이는 양면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시장에서는 가격수준
이 아닌 가격구조가 가입 또는 이용 외부성을 내부화시키는 작용을 한
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이 결과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각 면에 대한 상이한 가격책정 및 특정 면에 대한 한계비용 이하의 가
격책정이 양면시장의 고유한 현상이자, 이윤극대화에 따른 당연한 귀
결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플랫폼의 성공전략을 위한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Armstrong(2006)은 양면시장의 특수한 현상 중 하나인 멀티호밍3)
2) 소비 측면에서 간접적인 네트워크 외부성이 발현되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시
작하면서‘양면시장’
(Two Sided Market) 이론이 부상하게 되었다.
3) 한 이용자가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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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homimg)을 다루면서 한 면에서는 싱글호밍을, 다른 면에서는 멀
티호밍을 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 Doganoglu &
Wright(2006)는 멀티호밍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경쟁
하는 플랫폼들이 호환성을 추구할 경우 소비자에게 외부성의 이익이
돌아가지만, 플랫폼들이 호환성을 포기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멀티호
밍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사한 외부성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멀티호밍이 호환성의 좋은 대체재가 아닐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밖에 Evans & Schmalensee(2008, 2007)는 아직 전문가들의 논의에
지우쳐 있는 양면시장 이론을 보다 대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례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Rysman(2009)은 최근까지의 이론적 동향에 대
한 좋은 개관(survey)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IT 융합의 확산에 따른 정책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데 경쟁정책, 특허 관련 이슈들이 그 대표적이라 할 것
이다. Evans(2003)는 양면시장 이론을 바탕으로 양면시장의 확산이 경
쟁정책적 측면에서 기존과 다른 어떤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잘
조망하고 있고, Gallini(2002)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IT 분
야의 특허제도가 어떤 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시사를 주
고 있다.

(2) 국내 연구
이상규(2010)는 양면시장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산업조직이론에 대

들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멀티호밍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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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선 특정 시장이 양면시장인지 여부
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미흡하므로 이를 위해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의, 양면시장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외(2008)는 주로 방송통신 서비스 정책과 관련해서 양면시장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주요 흐름들을 비교적 상세히 요약
하고 미디어 시장에 관한 국내외 사례들을 충실히 언급하고 있다.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융합시대의 경영전략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데 김덕현(2012), 김창욱 외(2012), 복득규 외
(2008), 최병삼(2010, 2011) 등을 통해 그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한편, 융합에 따른 양면시장 현상의 대표적인 경우인 신용카드시장에
관해서는 현행 규제하에서 가맹점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논
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성복(2011)은 현재의 회원수수료는 사회적
최적보다 낮은 수준인데 반해, 가맹점수수료는 높으므로 신용카드 시
장에서의 가격규제가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손상영(2011)은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플랫폼들 간의 이질성
(heterogeneity) 확대4)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디지
털 생태계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을 검토하여 플랫폼 생태계의 주요
특징들을 반영한 경쟁 모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경제에 대한 후생 분
석을 시도하였다. 양면시장에서 플랫폼들 간의 경쟁이 존재하더라도
이질성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후생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해 분석한 결과 플랫폼들 간 이
4) 태블릿 PC의 경우 애플의 iPad와 삼성의 GalaxyTab처럼 공통적인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제품차별화를 통해 일정 정도 이질적인 구매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IT 융합의 심화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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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이 심화되면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고객충성도가 제고되
어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잉여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5)
또, 융합에 따른 변화가 경쟁정책 등 기존의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
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손상영 외(2009)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이종 플랫폼들 간의 경쟁이 미칠 영향을 이론적으
로 분석하고 경쟁정책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플랫폼의 유
형과 모바일 플랫폼의 사업동향을 소개하고 기존의 모형을 응용하여
이종 플랫폼 경쟁의 기본 모형들을 설정한 후 방송통신 융합 환경하에
서 기존의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력 남
용행위에 대해 분석하였다.
윤기호(2009) 역시 융합(컨버전스) 환경에서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
용에 관한 경쟁정책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동 논문은 그동안 국내
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소위 충성할인(royalty discount)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김현종(2010)은 경쟁을
일정 거리영역으로 제한하는 시장획정의 개념이 경제적 실효성을 감
안할 때 수용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쟁당국 및 법원의 처리기
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규정상 존재하는 시장획정과 관
련된 쟁점을 점검하고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IT 융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켜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소
비자의 후생증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예측과 달리, 양면시장에서 플랫폼
들 간 이질성의 심화는 경쟁압박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시장 작동 원리의 구체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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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내용 개관
본 연구는 IT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변화가 경제 부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급속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플랫폼을 선택하여 이론적 모형과
사례의 검토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T 융합에서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플
랫폼이 기존의 단면시장과 달리 새로운 논리와 작동 방식에 의해 움직
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양면시장 이론(TSM, Two Sided Market)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양면시장 이론에 관해 검토하기 전에 우선 양면시장에 관한 선도적
인 문헌인 Rochet & Tirole(2003)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이 분야의 선행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서베이하여 아직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
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현재 IT 융합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각국의 현황과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마친 후 플랫폼과 양면시장의 관계
를 살펴보고 양면시장의 핵심적인 개념인 간접(교차) 네트워크 외부
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주제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IT 융합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확인하고, IT 융합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이 필요할지를 논의하였다.
외국의 경우 일정 정도의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여 양면시장(TSM)의
가격정책과 경쟁전략이 이론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도 진
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 이를 검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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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어 있지 않고, 이론적 소개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론적 설명과 사례 분석 외에 융합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과 경정정책 및 지적재
산정책 등을 중심으로 양면시장 이론적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
였다. 또, 아직 이론적으로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도 정책
적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주제에 관해 다루었다. 이는 향후 양면
시장의 본격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현행의 법, 제도에서 사전에 파악하
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축과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 조성
및 지원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IT 융합 생태계의
형성과 상생협력에 관련된 이슈를 검토하였는데 이를 통해 최근 심각
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방
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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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 융합 산업의 개념 및 분류
(1) IT 융합 산업(기술)의 개념 및 특징
최근 산업의 융합 조류는 IT 분야의 기술발달에 의해 추동되고 있으
며, 기술발달에 따라 전통적 시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발
생하고 있다. 이제 융합화와 IT 기술의 발달은 선후관계에 있기보다는
한쪽의 발달이 상대편의 변화를 불러오고, 그러한 변화가 다시 순환되
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융합기술
의정의가명확하게정립되지않아다양한용어들7)이혼용되고있다.
6) 융합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IT 외에도 NT, BT 등 다양한 신
기술 간 또는 이 기술들과 기존 산업, 학문 간 상승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는 기술을 넓게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신기술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개념으로 IT 융합(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7) 융합, 복합, 조합, 결합, 통합, 접목, 학제 간, 컨버전스, 퓨전 등이 혼재된 채로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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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융합기술은 미래 경제∙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
한 학제 및 이종 기술 간의 결합을 통해 확보되는 혁신기술을 말한다.
융합기술은 미래사회의 수요와 경제 및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개별 요소
기술들의 물리적 결합에 의한‘기술복합화’
보다는 화학적 결합에 의
한‘기술융합화’
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융
합기술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동종기술 간 융합’
을 넘어 보다
혁신적이고 미래의 파급효과가 큰‘이종기술 간 융합’
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융합 기술의 발달은 경제에 있어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의 작동을 확산시키고, 이는 플랫폼에 의한 양면시장적 작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존의 단면적(one sided)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공급
사슬(supply chain) 관리만 잘해도 되었으나, 양면시장적(two sided) 효과
가 발생할 경우 고객 그룹들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상호작용(feed
back)을 관리해야 한다. 양면시장에서는 참여 그룹들 간의 관리와 상
호협력(cooperation)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IT 융합은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므
로 새로운 융합을 통해 연속성(continuity), 부가성(additivity), 확장성
(extension), 다면성(multi-sidedness) 등의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 연속성
은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부
가성은 기존의 융합에 새로운 것이 쉽게 부가될 수 있어야 하며, 확장
성은 기존의 융합이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새로운 융합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또, 다면성은 한 소비자가 하나의 기기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을 경험하게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IT 확산에
따라 경제주체 간 상호작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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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특징을 지닌다.
IT 융합이 가져온 혁신은 기존의 일방향적인 가치사슬구조(value
chain structure)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는 한 방향으로 가치가 연
결되고 흘러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효율성, 차별화, 고객확보 등이 중
요한 사업전략이었지만 융합에 따른 변화는 상호작용에 따라 가치의
흐름도 생태계처럼 진화하는 현상을 보편화시키고 있다.

(2) IT 융합 산업의 유형 및 분류8)
IT 기술 발전에 따른 향후의 신산업은 단일한 기술보다는 다수 신기
술들의 융합이나 신기술과 기존 기술들 간의 융합이 주도할 것으로 전
망되고, 융합의 유형도 기술과 제품, 서비스 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우선 다양한 융합의 유형들 중 신기술
들 간 융합과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신기술이 융합된 것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신기술들간융합으로는IT 기술과BT 기술의융합에의해생명체의게
놈 정보를 분석하고 생물학적 의미를 밝히는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IT와 CT 기술의 융합을 통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 BT와 NT 기
술의 융합으로 나노구조체를 이용하여 분자수준에서 생체물질을 검
출하거나 진단하는 생체신호 측정 기술, BT와 IT 및 NT 기술이 결합해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활용한 BMI(Brain Machine Interface) 등이 대
8)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에 관해서는 지경부(2011) 및 관계부처 합동(2012) 등
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2005, 2008, 2010) 및 김덕현(2012) 등으
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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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이다.
신기술끼리의 접목뿐 아니라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신기술과 융
합하는 움직임은 이제 상당 정도 상용화 수준까지 도달한 경우가 많이
있다. 기존의 자동차 기술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각종 센서들을 활용,
수집한 정보로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스마트자동차나 기존의 선박 설
계와 건조, 운항 및 유지보수에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를 IT화하여 생
산성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IT, BT, NT 기술과 서비스 산업의 융합도 점차 증대되는 융합의 유형
인데, 이는 기존 서비스 산업에서 기계적∙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사람
의 노동을 IT 기술에 의해 로봇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자
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되고 있는 IT 융합 산업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는주력산업의고도화와신산업창출분야로분류할수있다.
자동차, 기계, IT, 조선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주력 산업 분야
에서는 지능형 자동차, 로봇, 디지털 선박, 무인항공기 등 IT 융합기술
이 결합된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 신산업 분야에서도 의료, 조
명, 섬유 등에서 IT 융합에 힘입어 홈 메디컬 장비와 헬스융합, 인텔리
전트 조명, 디지털 패션 기술 등이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반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IT 융합의 양상 자체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유
형화 및 분류를 시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그렇지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고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역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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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야 할 것이다.

2. IT 융합 산업의 현황 및 동향9)
(1) IT 융합 산업의 현황 및 전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IT 융합 기술은 산업 간∙서비스 간 융합을 유
발하여 경제∙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융합기술에 의해 창출되는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으
로 융합기술의 전략적 육성이 향후 과학기술적 진보를 촉진할 뿐 아니
라 신성장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국의 집중적 투자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하
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큰 시련을 성
공적으로 극복하고 세계 일류의 IT 기술을 달성한 저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외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다양한 분야의 양극화로 인한 불
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육성∙지원과 민간의
효율적 투자 및 시장개척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현 융합 산업이 장
래 얼마나 확대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요
전망기관들의 예측치를 감안할 때 다른 부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융
합 산업 부문이 경기침체의 타격을 적게 받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 것

9) 많은 조사기관과 연구보고서들에서 다양한 접근 및 수치 전망을 하고 있지만 본 절에서
는 대부분 정부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들(지경부(2011), 관계부처 합동(2005, 2008, 2010,
2012) 등)을 이용했다. 별도의 통계를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그 부분에서 따로 언급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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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자동차, 기계, 조선, 항공, 에너지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IT 융합 산
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현재 1조 1,000억 달러 정도이지만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3% 수준을 상회
하는 연평균 13% 수준의 고성장이 전망되어 2020년이 되면 3조 8,000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10) 국내의 경우도 2010년 현재 390
억 달러의 시장규모이지만, 세계시장보다도 다소 높은 연평균 16% 이
상의 고성장이 전망되어 2020년에는 1,500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에 이
를 것으로 예측된다.
IT 융합 산업 내에서도 분야에 따라 일정 정도 시장 확산 정도가 차
이를 보이는데,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국방, 의료, 기계, 자동차 등
의 분야가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 IT 융합 산업의 세계시장 및 국내시장 규모 예상(억 달러)

자료 : 지경부(2011) 참고.

10) 장래의시장예측은전망기법 및가정에따라조금씩차이가나는데ETRI의2010년추정
치는 2020년 세계시장 규모가 3조 6,000억 달러, 국내시장 규모는 1,237억 달러로 약간 적
은편이지만장기예측과정에서허용가능한편차로보인다(관계부처합동, 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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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IT 융합 산업의 분야별 세계시장 추이 및 전망
자동차 조선
IT
IT

건설
IT

섬유
IT

의료
IT

기계
IT

조명 에너지 국방
IT
IT
IT

합계

2010년

1,466

208

2,640

1,737

1,200

1,600

356

13

1,726 10,946

2015년

2,112

260

3,307

2,033

2,330

2,900

1,030

69

4,810 18,851

2020년

2,662

351

4,141

2,473

5,000

5,213

3,000

127 14,829 37,796

자료 : KIAT 산업원천기술로드맵(2010), NIPA IT 융합 분야 동향(2010) 등, 지경부(2011)에서
재인용.

신기술들 간의 융합을 통해 기존에 없던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필
요하지만,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신융합 기술과 연계시키는 경우도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 우리의 경우 최근까지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의료, 조명 등
신산업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2) IT 융합 산업의 국내외 정책 동향
① 해외 동향

앞으로는 IT 융합 산업이 기존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상당 정
도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IT 융합 기술은 재료, 전
자, 광학, 에너지, 우주항공, 의학 등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응용이 가
능하여 기술적 파급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예견된다. 문제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직접 이해관계가 연계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외에도 선진
각국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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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융합 기술을 인간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IT,
NT, BT, CS(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의 네 가지 첨단기술 간에 이루어
지는 상승적 결합으로 정의하여 융합 기술 대상 범위를 NBIC(NanoBio-Info- Cogno) 융합으로 한정하여 다소 좁은 느낌도 있지만 세계 최
강의IT 기술과벤처산업생태계의조성을통해헬스케어, 바이오칩, 바
이오인포매틱스등에대한활발한연구개발및투자가진행되고있다.
유럽연합(EU)은 2004년‘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융합 기술 발전전
략’
(CTEKS. Converging Technologies for the European Knowledge Society)을
마련하여 미국의 NBIC 외에 인문사회, 환경과학, 시스템이론 등을 포
함한 포괄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립스, 지멘스 등 주요 기업
들도 헬스케어, 차세대 초음파 센서,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융합 기술
을 응용한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미국이나 EU와 같이 국가 차원의 융합 기술 개발에 대
한 비전을 설정하거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제
조업 분야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융합 기
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기업들
로는 히타치, 도시바, 후지쓰, NEC 등이 바이오인포매틱스, 헬스케어,
신약개발과 같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② 국내 동향

국내의 경우 IT 융합과 관련해서 <표 2-2>에서 나타나듯이 다양한
정책과 정부 지원이 시도되고 있지만 일관되고 통일된 체계가 갖추어
지지 않은 채 부처별로 분산된 상태로 계획과 정책이 수립∙집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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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내 융합 관련 정책의 추이와 주요 내용
융합 관련 정책∙제도

발표시기

주요 내용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정

2002.12.

매 5년 주기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정∙보완을 명시

2006-2015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관계부처 합동)

2005.12.

1단계(2006~2010)에서는 비교우위 분야의
발굴을 위주로, 2단계(2011~2015)에서는 1
단계 결과의 상용화를 가속화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방침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2007.4.

부처별로 독자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 중
인 융합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융합기술발
전 기본 방침의 필요성 제기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08.11.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방침’
에 결여된
세부적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부처 간 연
계∙협력 활성화를 강조

IT 융합 확산전략

2010.7.

IT융합의 역량 강화, IT 부품산업 육성, IT
융합시장 창출, IT융합인프라 조성

범부처 IT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2.4.

초연결시대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IT 분야
10대 정책 어젠다와 증장기 R&D 인프라확
충 전략

자료 : 각종 정부 발표자료들로부터 필자가 재구성.

있는 실정으로 아직 가시적 성과나 실용화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IT 융합 제품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획과 설계 능력이 부족하고, 기존의 전통 산업에
서 문제 되어 왔던 핵심부품의 기술력 취약이 여전할 뿐 아니라, 융합
에서 요구되는 산업 간 협력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많은 시행착
오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후 제4장에서 융합촉진 관련 법∙제도 및 개선 필
요성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제3장
IT 융합에서 플랫폼의 역할 : 양면
시장 접근

IT 융합은 최병삼 외(2011)가 언급했듯이‘기술 측면의 공학’
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소비자 측면의 과학’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치사슬적 측면에서는 한 방향으로의 흐름에서 상호작용에 따른 생
태계 구축의 중요성으로 나타난다. 플랫폼은 수요자들 간의 특성을 파
악하여 상호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적절한 가
격구조를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역할을 한다. IT 융합에서 플랫폼
의 역할은 여러 가지 사례나 현상들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경제이론적 접근
이 필요한데, 본 장에서는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양면시장 이론(theory
of two-sided market)을 이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플랫폼
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검토한다면 향후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망한
플랫폼의 발굴 및 성공적인 IT 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
요한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4 IT 융합 산업의 발달과 정책적 시사점

1. 플랫폼과 양면시장의 관계
경제학에서는 플랫폼을 양면시장 이론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 양면
시장 이론은 IT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경제학의
한 분야인 산업조직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양면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수준(price level)이 아닌 가격구조(price structure)에
의해 시장의 균형수량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가격구조에 의존
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어느 쪽에 가격을 더 요구하느냐에 따라 거래량
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IT 융합에서 플랫폼을 채택
하여 양면시장 전략을 세운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단면시장 전
략이냐 양면시장 전략이냐는 결국 시장의 부가가치 흐름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양면시장 전략이 굳이 소용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을 엄밀하게 파악하여 IT 융
합에서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플랫폼과 양면시장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
이다.

(1)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
① 플랫폼의 다양한 개념 및 정의

원래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한 기차역에서 고객이 오르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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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발판에서부터 하나의 공통된 개념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11)을 가
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공통
적으로 사용하는 기본구조(자동차 플랫폼, 전자제품 플랫폼 등)나 상
품거래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온라인 쇼핑몰,
운영체제), 정치∙사회∙문화적 합의나 규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플
랫폼이라는 용어가 폭넓게 쓰이고 있다12).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달이
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도 한데, 본 절에서는 향후 양면시장의 이론적 설명을 위해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을 좀 더 이론적∙체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최병삼(2010)은 플랫폼을 여러 참여자가 공통된 사양이나 규칙에 따
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토대라고 정의한다. 산업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플랫폼들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 용도에 공통적으
로 활용된다는 것인데, 자동차의 차체가 특정 모델만이 아니라 다수
모델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때 이를 플랫폼으로 지칭할 수 있다. Evans
와 Schmalensee(2007)는 플랫폼(카탈리스트13))을 둘 이상의 고객그룹 사
11) 컴퓨터가 출현하기 이전에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a) (기차역의) 플랫폼,
b) 단, 연단, 강단, c) (장비 등을 올려놓거나 하기 위한) 대(臺), d) 정치적 의견 발표장이
었다. 그런데 PC가 보급되고 DOS(Disk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가 소개된 이후 플랫
폼은‘A standard system architecture; a (type of) machine and/or operating system, regarded as
the base on which software applications are run.’
으로 정의되었다.
12) 최병삼 외(2011)는 이를 주로 비즈니스 플랫폼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IT의 발달
로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비용이 낮아지고 인터넷 확산으로 플랫폼 참여자가 크게 늘
어나면서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서비스 등 가치사슬 내 다양한 부분에서 플랫폼 활
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13) 최고 수준의 산업조직론 이론가이면서 세계 주요 기업들에 대한 수년간의 조사와 인
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한 이들이 대중적인 책을 내면서 플랫폼을 카탈리
스트(catalyst)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원래 화학용어인 카탈리스트는 둘 이상의 다른
대상 사이에 반응을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물질인 촉매를 의미하는데, 비즈니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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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호작용을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대상으로 정의한다.
또, Baldwin and Woodard(2009)에 따르면 플랫폼을 중추자(core), 보완
자(complements), 연결자(interfaces)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중추
자는 플랫폼 자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보완자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중추자의
가치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연결자는 플랫폼에 대한 수요를 일으
켜 주는 중추자와 보완자를 연결해주는 규칙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닷넷 프레임워크(.NET Framework)를 상기 세
가지 플랫폼의 구성요소로 설명해보자. 닷넷 프레임워크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 운영체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환경으로 중추자
(core)에 해당되고, 프로그램 개발자는 닷넷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공
통 언어 기반(Common Language Infrastructure)을 토대로 다양한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하는 보완자(complements)로 볼 수 있다. 반면,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윈도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닷넷 프레임워크 런타
임은 중추자와 보완자를 연결해주는 연결자가 될 것이다.

② 플랫폼의 유형

플랫폼을 각 구성요소의 역할에 따라 개방참여형, 기술요소형, 부
품조달형, 채널통제형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위에서 설명한 플랫폼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김창욱 외(2012)는 플
랫폼의 통제방식이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또는 가치흐름상 위치가
플랫폼이 둘 이상의 고객그룹 사이에 상호작용을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빗대어 카탈리스트(촉매)라는 용어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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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이냐 Down이냐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는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개방참여형은 중추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보완자가 제공하
는 가치를 소비자가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유형이다. 여기서 보완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고 중추자는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 보완자에게 수수료를 취득한다. 이를 현실의 구체적 사
례에 적용시켜 보자. 이베이는 IT 기술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판
매자와 소비자 간의 최적의 직거래를 연결하는 데 반해,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소스코드를 완전 개방하여 안드로이드를 기반
으로 통신사와 앱 제작자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페이스북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작할 수 있는
API를 외부에 공개하여 보완자가 페이스북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도
록 한다.
다음으로 기술요소형은 중추자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보완자(부품
<그림 3-1> 기업생태계 플랫폼의 유형

자료 : 김창욱 외(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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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와 소비자(생산기업)의 양면을 중개하는 유형이다. 여기서 중추
자는 양면을 중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한다. 구체적으로 퀄컴은
CDMA 기술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부품회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을
CDMA 기술을 매개로 연결한다. 또, 인텔 센트리노는 CPU를 중심으로
칩셋, 통신모듈, 메모리컨트롤러, 그래픽카드 등의 필수기능을 통합하
고 랩톱/데스크톱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업체는 표준규격과 통합기
술을 제공한다.
부품조달형은 중추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맞게 보완자(부품기업)
가 부품을 제작하고 이를 다시 소비자(생산기업)에게 제공하는 유형
인데, 중추자가 부품기업이 제공하는 가치를 통제하기 때문에 부품기
업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다. 예컨대, 리앤펑14)(Li and Fung)의 경우 자
체 공장 없이 의류생산의 중추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IT를 통해
전 생산단계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급사슬 통제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
탕으로 플랫폼 참여자의 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확장성을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채널통제형은 중추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보완자(참
여기업)가 새로운 가치를 중추자의 통제하에 공급하는 유형이다.
기술요소형과 부품조달형의 경우는 중추자인 플랫폼이 가치사슬
상 upstream을 장악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플랫폼이 보완자와 연결자의 양면을 중개하는 개방적인 역할을 담당
14) 1906년 광저우에서 설립된 리앤펑은 의류 무역회사로 출발하여 공급자와 고객들이 참
여하는 생산플랫폼을 구축했는데, 현재 1만 5,000여 개의 원부자재, 재봉, 재단, 포장공
급자로 구성된 생산플랫폼에는 300여 개의 세계적인 의류공급업체(GAP, 막스앤스펜
서 등)가 보완자로 참여하고 있고 2010년 매출은 160억 달러에 달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병삼 외(2011)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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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플랫폼이 보완자의 가치를 통제하여 자신의 우
위하에 보완자의 참가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자의 경우 핵심기
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참여자들의 통제보다는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
되는 첨단산업의 경우에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상
대적으로 보완자를 생산과정상에서 보다 밀접하게 통제해야 하는 기
존의 일면적 생산관계에서 쉽게 발견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가치사슬 흐름에서 플랫폼이 downstream을 차지하는 개방참
여형과 채널통제형의 경우 전자에서는 플랫폼은 수수료만 취득하는
정도로 보완자에게 통제권을 허용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주된 가치는
보완자가 공급하지만 생태계의 통제권은 중추자인 플랫폼이 장악하
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양한 생태계의 행태들을 통제방식과 가치사슬상 흐름이라
는 두 척도로만 구분할 수도 없고, 이러한 구분에서 포섭되지 않는 구
체적인 개별 사례들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라는
양면시장적 현상을 염두에 둘 때, 기업생태계 구축에 있어 얼마나 많
은 변수들이 있는지,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개략적으로나
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플랫폼의 역할
IT 융합에서 플랫폼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와 같이 융합의 모체가 되면서 플랫폼의 경제적 역
할을 수행할 수 있고, 둘째로 플랫폼 이용자 간에 상호작용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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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플랫폼이 없을 때보다 탐색비용과 같은 거래비용을 줄여
준다. 셋째,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
을 내부화시킨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은 중추자로서 연결자를 통해 보
완자를 흡수∙증가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융합의 모체가 된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플랫폼이 융합의 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지적했던 플래폼의 중추자 역할을 강조하는 것인데, IT 융합에서 가장
주목되는 융합 중 하나인 IT와 자동차가 융합된 스마트 자동차를 살펴
보자. 석수영 외(2012)는 스마트 자동차가 어떻게 IT 융합의 모체가 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림 3-2>에서 스마트 자동차의 무인운
전시스템을 그 사례로 살펴보자.
스마트 자동차의 가장 핵심기술은 센서 기술, 통신/네트워크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센서 기술은 자동차 내∙외부의 정보
들을 획득하고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기본적인 기술이고, 통신/네트워
크 기술은 이동통신 기술과 자동차 내부의 통신기술을 연결하는 기술
로 차량 간 통신,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운전자의 자동차 제어
를 돕는 기술이다. 또, 소프트웨어 기술은 궁극적으로 자동차 무인제
어를 위해 센서 기술과 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IT의 기술적 융합으로 탄생한 스마트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
와 상호작용 없이는 그 효용을 극대화할 수 없다. 즉, 센서 기술을 통한
모든 운전 정보의 수집과 통신기술을 통한 전달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
는다면 이러한 기술 융합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여
러 제조업자에 의해 스마트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면 자동차 자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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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자동차에서 호환될 수 있는 기술이 이러한 융합의 모체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바 가상머신(Java Virtual Machine)은 Windows, Linux, Mac
OS 등 모든 운영체제에서 JAVA언어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
켜주는 플랫폼으로 스마트 자동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선례
로 볼 수 있다. 원래의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운영체제에 기반하여 개
발되었는가에 따라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실행이 안 되는 단점이 있는
데 반해 자바 가상머신은 모든 운영체제에서 자바언어로 작성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처럼 스마트
자동차도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호환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이 융
합의 모체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 스마트 자동차의 무인운전 시스템

자료 : 석수영 외(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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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역할 중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비용을 줄여준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플랫폼의 수요자의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
는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인데, 플랫폼 수요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수요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지와 연결된다. 이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하게 설계된 플랫폼이라
도 수요자들 간에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면 다른 플랫폼에 의
해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vans와 Schmalensee(2008)는 누가 누구를 왜 필요하는지를 파악하라
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제시된 네 가지 핵심과제 중 두 가지 핵
심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ⅰ) 서로를 필요로 하는 별개의 고객군들을 파악하라.
ⅱ) 그들이 서로를 왜, 그리고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
예컨대, 나이트클럽은 전통적으로 모두가 늦은 밤에 서로 만나 즐
거운 시간을 갖는 곳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곳으로 광고한
다. 남자 고객은 어떤 한 여자 고객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
이트클럽을 찾는 경우가 많고, 여자 고객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남자
고객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이트클럽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나이트클럽은 남자 고객을 상대로‘무한 부킹’
을, 여자 고객을 상
대로‘무료 입장’
을 내세운다.
신용카드 회사인 다이너스클럽도 나이트클럽과 동일하게 서로 필
요로 하는 고객군들을 정확히 파악한 사례이다. 외상거래는 흔히 있는
대금결제 방법이었으나 이를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는 데는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신용카드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외상거래는
고객이 당장 지불할 돈이 없을 때 각 상인의 개별 장부에 결제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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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인데, 각 상인은 개별 장부에
고객별로 외상대금을 관리해야 했고 각 고객은 여러 상인의 장부에 적
혀 있는 외상대금을 갚아야 했다. 다이너스클럽은 외상대금의 정산 절
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인
과 고객의 외상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플랫폼으로 기능한 것이
다. 즉, 뉴욕 맨해튼 지역의 레스토랑은 다이너스클럽 가맹점으로 가
입하고 다이너스클럽 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가맹점에서 외상으로 구
매하면, 다이너스클럽이 가맹점에 고객을 대신해 외상대금을 갚아주
고 고객에게 외상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처럼 나이트클럽과 다이너스클럽의 공통점을 통해 플랫폼의 역
할을 찾아낼 수 있다. 플랫폼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별개의 고객군 간
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한다는 것인데, 나이트클럽은 남녀 간 탐색비용을, 다이너스클럽은 외
상대금 관리비용을 크게 절감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다른 공통점
은 플랫폼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보완자가 있다는 것이다. 나이트클
럽은 단순히 남자 고객과 여자 고객이 만나는 곳이 아니라 유명한 연
예인이 출연하거나 흥미진진한 쇼들이 준비된다는 것이고, 다이너스
클럽은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호텔, 여행, 나이트클럽 등으로 확산되었
다. 이런 식으로 각 고객군이 서로를 왜, 그리고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플랫폼의 또 다른 역할은 거래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외부성을 내
부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역할은 반드시 플랫폼
이 아니더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융합의 모체는 플랫폼이 아니어
도 기술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합치는 것만으로 가능하고 거래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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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는 단순히 중개기능만을 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이 갖는 가장 특징적인 역할은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것인데, 이
는 적절한 가격구조(price structure)를 만드는 것으로 달성되며 거래당
사자 간에 상호작용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와 연결된다. 적절한
가격구조란 서로에게 이끌리지만 스스로는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 수요자들 간에 발생하
는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플랫폼의 역할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IT 융합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무시되더라도 IT 융합만
으로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이 내장(built-in)
된 자동차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자동차에 비해 분명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한다. 그러나 플랫폼의 역할이 적용되었다면 내비게이션을 자
동차에 내장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카세트플레이어
가 있는 자동차 오디오세트는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신형 자동차에서
는 장착되지 않는데, 자동차에 내장된 내비게이션도 카세트플레이어
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플랫폼이 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는 플랫폼의 구성
요소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플랫폼은 중추자로서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를 통해 계속 새로운 보완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닌텐도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DS게임기(중추자)를 확산시키고
개발자들이 닌텐도 기술 표준(연결자)에 맞는 게임을 개발하면 이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새로
운 부가가치는 보완자의 증가를 통해서 창출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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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보완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중추자의 가치는 상승하고 이에
따라 중추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외부성을 내부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
생할 수 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중추자를 확산시키는 것은 당장
손해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게임 개발자와 게임 이용자 간의 상호작
용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은 먼
저 살펴본 바와 같이 적절한 가격구조에 의해서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접근에 대한 가격구조와 이용에 대한 가격구
조에 따라 각각의 외부성이 내부화되면서 상호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
기 때문이다.

(3) 플랫폼과 양면시장의 관계
IT 융합에서 주목해야 할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s) 이론
에 입각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IT 융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속성, 부가성, 확장성과 더불어 다면성(multi-sidedness)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면성은 IT 확산에 따라 경제주체 간의 상호작
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는 한 방향으로 가치가 연결되고
흘러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효율성, 차별화, 고객확보가 중요한 사업전
략이었지만, IT 혁신을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주체 간의 상호작
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치의 흐름도 생태계(ecosystem)처럼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부가가치는 상호작용에
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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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IT 융합의 플랫폼으로서 자동차의 가치흐름 : 단면시장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플랫폼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양면시장 측면
에서 플랫폼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동차를 IT의 융합의 플랫폼으로 볼 때, 가치흐름 측면에서 단면시
장과 양면시장의 차이점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단면시장은 가치흐름
을 가치사슬로 이해하기 때문에 IT 기술은 자동차의 부품 중의 하나로
내장될수있다. 이를아래의<그림3-3>을통해설명해보자.
자동차 제조업자는 IT 기술에 대한 비용(C)을 지불하고 대신에 소비
자에게 가격(P)을 요구하지만, 소비자는 IT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아
니라 IT 기술이 내장된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장된 IT 기
술은 선택요소 중 하나로밖에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IT 기술이 내장
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차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처럼 IT 융합을 단면시장으로 이해할 경우 김덕현(2012)이
지적한 것처럼 IT 융합은 모든 기업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혁신의 새로
운 이름에 불과할 수 있다.
반면, 양면시장의 가치흐름은 단면시장과 달리 기본적으로 상호작
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은 이를 견인하는 가격구
조를 설정하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동차라는 플랫폼에 IT 기
술을 융합할 수 있는 기술표준을 보완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보완자는 자동차 제조업자가 제공한 기술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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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IT 융합의 플랫폼으로서 자동차의 가치흐름 : 양면시장

의 편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대신 자동차 제조업자는 보완자가 제공하는 IT 기술이 소비자에 의
해 채택될 때 일정의 접근수수료 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보완자가 제공하는 IT 기술이 내장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게
임칩과 같이 하나의 모듈 형태로 소비자에 제공되고 소비자는 하나의
iPhone에 여러 가지 App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여러 다양한 IT 기술을
조합할 수도 있고 이를 자동차 플랫폼에 장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자동차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일정의 접근수수료 또는 일정의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동차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바 가상머신과 같은 IT 융합 머신을 플랫폼인 각 자동차 제조
업체가 수용하는 방식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자동차 자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비자와 IT 기술을 제공하는 보
완자 간에 상호작용에 국한할 수 있지만 자동차에 구애받지 않는 IT 융
합 머신은 운전자 간의 상호작용도 견인시킬 수 있다. 스마트 자동차
의 센서기술과 통신기술이 어떻게 IT 융합 머신에 의해 작동될 수 있는
지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센서기술은 주변 교통정보의 수집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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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제조업자는 센서기술과 운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물리적 센서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
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교통 환경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센서 인식보
다는 차량 간 통신을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센서 인식이 보다 우월할
수 있을 것이다.
IT 융합 머신은 자동차 제조업자가 다르더라도 차량 간 통신표준을
바탕으로 차량 간 거리, 접근 속도, 변속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통한 내비게이션이 3G 통신 환
경에서 구현되도록 제한하고 이에 따른 통신비용을 수익원으로 하는
것이 전통적인 단면시장적 구조라면, IT 융합 머신은 적절한 가격구조
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신자 간의 정보교환을 극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정보 수신
자의 정보 활용도가 커지는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IT 융합
머신은 이를 가격구조 설정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시키고 이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을 엄밀하게 파악하여 IT 융합에서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확인하였고 플랫폼과 양면시장
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플랫폼이 이론적
으로 양면시장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플랫폼 자체를 이해하기보다
는 양면시장 측면에서 플랫폼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 절에서 양면시장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통해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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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면시장에 대한 이론적 설명
플랫폼 및 생태계의 구축 등과 관련된 경제이론적 접근은 양면시장
(Two Sided Market, 이하 TSM)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양면시
장에서 플랫폼의 작동 원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3년 Rochet와
Tirole의‘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으로 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들에 따르면 양면시장은“단일 혹은
복수의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
에 그 양측에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여 수익을 내는 시장”
이다. 그리고
양면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수준(price level)이 아닌 가격구조(price
structure)에 의해 시장 균형수량이 결정된다는 점인데, 이는 양면시장
에 참여하는 각 면의 참가자 간에 상호작용 - (간접 또는 교차) 네트워
크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제학 문헌들에서 양면시장을 이
해하는 데 신용카드 결제시장이 자주 이용되어 왔으므로 아래에서도
편의상 신용카드 시장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자.
양면시장 이론은 향후 IT 융합에서의 플랫폼의 역할을 경제이론을
통해 해석해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거래당사자 간에 존
재하는 양의 외부성을 어떻게 내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플
랫폼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균형 조건을 Rochet and Tirole(2006)과
Armstrong(2006)을 참고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 플랫폼은 양면시장에
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으나 새로운 부가가치의 존재는 새로운
진입을 의미하고 그 결과 시장이 경쟁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플
랫폼 경쟁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그 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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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호밍(multi-homing)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
기로 한다.

(1) 외부성의 내부화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15)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나 서
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동일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다
른 사람의 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 발생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크
게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direct network externalities)과 간접 네트워크 외
부성(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16)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가 각 소비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나타나고, 간접(교차) 네트워크 외부성17)
은 동일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보완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증가하여 간접적으로 부가적인 혜택이 증가하는 경우에 발
생한다.

15) 특정 시장에서 소비자의 효용이 다른 구성원의 동일한 재화∙서비스의 소비에 의존하
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수요 측면에서의 규
모의 경제에 관한 것으로 기존 경제학의 가정과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16)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cross network externality)이라고도 한다.
17) 양면시장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이 경우 외부성이
동일 그룹(동일 상품 소비자)의 소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하지만(different) 양
립 가능한(compatible) 그룹의 소비에 의존하게 된다. 신용카드(credit card) 시장의 경우
특정한 카드의 사용 여부 결정에 있어 소비자는 그 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채택할 판매
자의 수를 고려하고, 판매자는 그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수가 얼마나 될지
를 고려하게 하는 식으로 신용카드 플랫폼에의 참여에 따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상
대 그룹의 네트워크 크기에 대한 기대에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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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ns(2003)와 Evans and Schamlensee(2008)는 양면시장의 구성요건으
로 시장의 양면성, 교차(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이를 내부화하는 것으
로 제시하였다. 시장의 양면성이란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둘 이상의
고객군이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양면시장에서의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한 면의 고객군의 효용이 다른 면의 고
객군의 규모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높은 거래 비용으로 서로
다른 고객군들이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직접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내부화하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 된다. 여기서는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의 내부화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주로 검토하기로 한다. 그런데
양면시장 이론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여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형성 중에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모형을 구성하
기는 어렵다. 설명하려는 목적과 강조점에 따라 일정한 수정∙보완이
필요한데 우선 기본 모형18)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자.
시장에 양면인 구매자(Buyer)와 판매자(Seller)가 존재하며, 이를 각
각 i∈{B,S}라고 한다. 시장에 단 하나의 플랫폼이 존재한다고 가정하
고 독점 플랫폼은 각 면의 참가자에 대해 가입비용 Ci와 이용비용 ci를
지불하며 각 면의 참가자는 가입 편리이익 Bi와 이용 편리이익 bi를 갖
고, 가입 수수료 Ai와 이용 수수료 ai를 플랫폼에 지불한다.
Rochet and Tirole(2006)은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입 외부성
(membership externalities)과이용외부성(usage externalities)으로구분하였는
데, 가입 외부성은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이 순수하게 다른 면의 가입자
수에 의해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입 외부성만 존재하

18) 이하의 모형은 Rochet and Tirole(2006), Armstrong, Mark(2006) 등을 많이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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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경우플랫폼의이윤함수는각면의가입에따른이윤으로표현된다.
π=(AB-CB)NB+(AS -CS )NS

(1)

또, 이용 외부성은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이 다른 면의 가입자와 상
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하며, 이용 외부성만 존재하는 경
우 플랫폼의 이윤함수는 각 면의 상호작용에 따른 이윤으로 표현된다.
π=(aB-aS -c)NB NS

(2)

플랫폼이 어떻게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을 내부화하는지는 이윤함
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가입 외부성만 존재하는 경우 가입자의 효용
은 다음의 식 (3)과 같다.
Ui =Bi -Ai +bi N-i , i∈{B,S}

(3)

각 면의 가입자는 Ui ≥0이면 플랫폼에 가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
입하지 않으므로 Ni =Pr(Bi +bi N-i ≥Ai )인데, 이 경우 각 면의 가입자 수
는 각각 다른 면의 가입자 수와 각 면의 가입자의 가입비용의 어떤 함
수로 표현할 수 있다.
NB = f (NS , AB)
NS = (NB, AS)
즉, 각 면의 가입자 수는 가입수수료 AB와 AS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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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플랫폼은 AB와 AS를 통해 가입 외부성을 내부화시키는 것이다.
반면, 이용 외부성만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효용은 다음과 같다.
Ui =(bi -ai )N-i , i∈{B,S}

(4)

각 면의 이용자는 Ui ≥0이면 플랫폼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용하지 않으므로 Ni =Pr(bi≥ai )이고, 이 경우 각 면의 이용자 수는 각
면의 이용 수수료에 의해 결정된다.
NB = f (aB)
NS = f (aS)
여기서 플랫폼의 목적은 각 면의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NB NS)을 극
대화함으로써 이용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것이다.

가입 외부성과 이용 외부성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각 면의 참가자
의 효용은 아래의 식 (5)와 같다.
Ui =Bi -Ai +(bi -ai )N-i , i∈{B,S}

(5)

즉, 플랫폼에 대한 가입 효용은 플랫폼 가입에 따른 편리이익(Bi )과
가입 수수료(Ai )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플랫폼에 대한 이용 효용은
이용 순편익(bi -ai )과 거래상대방의 규모(N-i )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경우 각 면의 참가자는, pi =ai +(Ai -Ci )/N-i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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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 Pr(bi +

Bi -Ci
≥pi )
N-i

가입 외부성만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각 면의 가입자 수는 각각 pB
와 pS의 어떤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NB = nB (pB , pS)
NS = nS (pB , pS)
플랫폼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π=(pB+pS-c)nB (pB, pS)nS (pB, pS)

(6)

따라서 플랫폼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할 수
있다.
max nB (pB, pS )nS (pB, pS) s .t. pB+pS =p

(7)

위 식은 플랫폼의 가격수준 p가 주어진 조건에서 각 면의 가입자 간
에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플랫폼의 이윤극대화와 동치임을 의
미한다. 가격수준 p가 주어진 경우에는 한 면의 가격을 낮게 하고 다른
면의 가격을 높게 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즉, 플랫폼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부성의 내부화는 양면의
가격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달성되는데, 그렇다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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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 결정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플랫폼의 역할은 가입 외부성 또는 이용 외
부성을 내부화시키는 것인데 이는 가격수준이 아닌 가격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가격수준 p가 주어진 조건에서 각 면의 가입자 간에 상
호작용이 극대화되는 pB 와 pS를 결정하는 것이다.
가입 외부성과 이용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플랫폼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pB +pS-c
1
= ,
pi
σ
i

σ
i=-

∂nB nS nB nS
/
∂pi
pi

(8)

여기서 σ
i는 각 면에게 요구하는 가격 pi의 변화에 대한 nB nS의 탄력
성을 나타내는데, σ
i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pi의 변화에 nB nS가 크게 변
한다는것을의미한다. 플랫폼의이윤극대화조건은σ
i가탄력적인면에
게 pi를 낮게 부과하는 것인데, 가입 외부성 또는 이용 외부성만 존재
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도출해낼 수
있다.
양면시장의 최적의 가격구조는 각 시장의 특성에 맞아야 하는데,
이는 선험적으로 이론에 의해 제시되기보다는, 각 시장에서의 구체적
인 특성들-각 면에서의 참여자 수, 고정 및 이용 편리이익, 고정 및 이
용 수수료 등-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표 3-1>은 다양한 양면시장
에서 설정 가능한 가격구조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격설정의 방식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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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양면시장의 가격구조 설정 예시

신용카드
부동산중개
잡지
쇼핑몰
PC 운영체제
비디오게임
사교클럽

고객군

접근

이용

회원

+

0

가맹점

0

+

매도자

0

+

매수자

0

0

독자

+

0

광고주

0

+

소비자

0

0

입점주

+

0

사용자

+

0

개발자

+

0

사용자

+

0

개발자

+

+

남자

+

+

여자

0

+

으로 양면에 고객을 충분히 유인하고, 각 그룹에게 참가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Evans와 Schmalensee(2008)는 적절한 가
격구조를 설정하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는데, ⅰ) 접근과 이용에 별
도의 가격설정을 하고, ⅱ) 양면의 수요에 균형을 맞추는 가격설정을
하라는 것이다.
접근과 이용에 별도의 가격을 설정19)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신
용카드 사례를 살펴보자. 신용카드라는 플랫폼은 가맹점이 많을수록
19) Evans와 Schmalensee(2007)는 접근료는 플랫폼이 각 면에 올바른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
도록 도와주고 이용료는 고객그룹들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전자의 예로 고객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비디오게임기를 저가에 파
는 것을, 후자의 예로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에게 이용시점과 청구시점 간 여유시간을
제공하고 사용액에 따른 혜택을 확대시키는 것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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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맹점에게 접근비용을 면제해주
고 대신 신용카드 회원에게 연 회비라는 명목의 접근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반면, 아무리 가맹점이 많아도 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
으면 플랫폼의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회원에게는 이용에 대한 보상
을 제공하고 대신에 가맹점에게 가맹점수수료라는 명목의 높은 이용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접근과 이용에 대한 별도의 가격
구조 설정을 통해 플랫폼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 양면의 수요에 균형을 맞추는 가격설정20)을 하라는 것은 양면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는 가격구조를 설정하라는 것으로 경매를 예
로 들면 참여하는 구매자가 1명뿐이라면 판매자가 99명이 된다고 해
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구매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고 판매자에 대
한 수수료를 올리면 구매자의 수는 많아지고 판매자의 수는 줄어들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구매자가 35명이고 판매자가 65명이 된다면 경
매의 낙찰률이 높아져 경매는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회원에게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때보다 이용할인
을 제공하면 회원은 더 많이 더 자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이다. 카드
사는 회원에게 이용할인을 제공하는 대신에 가맹점에게는 가맹점수
수료를 높게 요구할 수 있으나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가 높다는 이유
로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카드사가 회원과 가맹점에
게 각각 얼마씩 이용수수료를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신용카드 거래의
20) Evans와 Schmalensee(2007)는 올바른 가격은 반응에 필요한 고객그룹들의 적절한 비율
에 좌우된다고 한다. 미디어 플랫폼의 경우 콘텐츠와 광고 간 조합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광고시간을 늘리려고 하면 시청자들이 채널을 이동할 수 있어 광고단가가 하
락할 수 있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광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광고료율을 높이는 식으로 양면의 수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가격설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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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이처럼 양면의 균형을 맞추는 가격구조는 양면
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켜서 거래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외부성을 내
부화할 수 있다.
양면시장의 가격설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플
랫폼이 어떤 고객 그룹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제
시하거나 아예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
면시장(one sided market)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한계비용
(Marginal Cost)을 기준으로 가격결정을 해야 하지만 양면시장(two sided
market)에서는 가격결정에 있어 다른 면에서의 반응민감성 정도 및 비
용을 함께 고려21)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즉, 양면시장에서는
일면시장과 달리 한계비용 이하의 가격 또는 심지어 음(-)의 가격도
책정될 수 있는데, 가격탄력성이 높은 그룹에 대해 비용에 미달하는
가격을 부과하더라도 가격에 비탄력적인 상대 그룹의 참여를 유도하
여 초과 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격결정이 자연스
럽게 발생할 수 있다.22)
그런데 양면시장에서 복수의 플랫폼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한 면
에의 참여가 다른 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복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는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하자.
21) Rysman(2009)은 양면시장에서는 한 면에서의 가격결정이 수요와 비용에 의존할 뿐 아
니라 그 면에서의 참여(participation)가 다른 면에서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이윤의 추출 정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2) 따라서 양면시장에서는 일면시장을 가정한 기존의 산업조직 이론이나 경쟁법적 분석
이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양면의 수요에 균형을 맞추는 가격설정이 개별 면에서는
경쟁기업의 진입을 배제하거나 상대를 축출하기 위한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융합에 따른 경쟁정책 이슈를 다루면서 검토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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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 경쟁
복수의 플랫폼이 동일한 양면시장에서 경쟁하거나 새로운 플랫폼
이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다. 우선 복수의 플랫폼의 동일한 양
면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에는 경쟁이 한 면의 거래자의 선택을 왜곡
시킬 수 있다. 가격탄력성이 높은 면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양면시장에서 가격구조 설정의 중요한 법칙인데, 교차(간접) 네트워
크 탄력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면의 선택이 다
른 면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이트클럽에
서 여성 고객에게 더 높은 입장료와 술값을 받는다면 그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는 여성 고객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상대측 남성 고객의 더 많
은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또, 이동통신시장에서 단말기 수명이 매우
짧고 교체비용이 높다면 이동통신시장은 축소될 것이며, 신용카드시
장에서 회원에게 매 결제 시마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어느 누구
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복수의 플랫폼이 존재할 경우 가격탄력성이 높은 면에 대하여 낮은
가격을 제시하려는 경쟁 유인이 존재하는데, 이에 따라 한 면의 가격
은 한계비용보다 낮고 다른 면의 가격은 너무 높아질 수 있다.23) 현실
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신용카드시장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너
무 높다는 비난은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데 과
23) 복수의 플랫폼이 존재하는 양면시장에서 경쟁은 한 면에 대한 과잉경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다른 면에 대하여는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
로 경쟁당국의 감독 및 규율에 있어서도 이전과 다른 분석도구와 판단기준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IT 융합의 확산에 따른 경쟁정책적 문제를
다루면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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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경쟁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고24), 이동통신시장에서 새로운 고
객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치우치고 통신요금을 비싸게 받
는 것도 이러한 경쟁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양면시장에서 플랫폼들 간의 경쟁이 존재하더라도 플랫폼들 간 이
질성(heterogeneity)이 심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후생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블릿 PC의 경우 애플의 iPad
와 삼성의 GalaxyTab처럼 공통적인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제품차별화
를 통해 일정 정도 이질적인 구매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IT 융합의 심
화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분석한 손상영(2011)에 따르면 플랫폼들 간 이질성이 심
화되면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고객충성도가 제고되어 경쟁 제
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잉여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25). IT 융
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켜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궁
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예측
과 달리, 양면시장에서 플랫폼들 간 이질성의 심화는 경쟁압박에도 불
24) 외부성이 존재하는 양면시장인 신용카드시장에서 카드사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 현금
결제와 카드결제 간 동일한 가격을 요구하는 차별금지조항(no surcharge rule)을 수용할
경우 회원에 대해 한계비용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
해서는 가능한 한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시장균형이지만, 이는 사회적
최적이 아니므로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가 사회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는 이성복(2011)을 참고할 수 있다.
25) 동 논문은 플랫폼 가입비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가입비가
없는 경우 플랫폼 간 이질성의 확대는 플랫폼 사업자, 판매자의 이윤을 증가시키나 소
비자잉여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 이유는 모든 구매자가 유치된 상태에서 이질성의 증
대는 양 플랫폼에 대한 구매자 선호의 차이를 심화시켜 경쟁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키
기 때문이다. 반면 가입비가 존재하는 경우 플랫폼 간 이질성의 증가는 소비자잉여도
증가시키는데, 이 경우는 모든 구매자가 유치되지 않아 이질성의 증가에 따른 구매자
규모의 확대가 병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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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시장 작동
원리의 구체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결과라
할 것이다.
또, 플랫폼 경쟁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이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할
수도 있다.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선도하는 플
랫폼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각 면
에 더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새
로운 고객들도 기존 플랫폼에 가입할 유인이 크다. 마치 더 많은 친구
들이 가입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 더 가치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Facebook이 기존 플랫폼인 MySpace26)를 대
체한 것은 유명한 사례이고, 노키아는 애플보다 스마트폰 시장에 먼저
진출했음에도 애플의 iPhone이 노키아의 심비안을 대체하였다. 그리
고 아이리버의 iriver는 2000년 MP3 플레이어 국내시장의 60%, 세계시장
의 20%를 점유했으나, iriver를 예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iTunes처럼
콘텐츠 시장을 확보하는 데는 소홀하여 애플의 iPod에 잠식당하는 결
과를 초래했다. 반면 구글은 개방형 플랫폼인 Android를 개발하여 애
플의 폐쇄형 플랫폼인 iOS와 경쟁 중인데, 이처럼 현실의 많은 비즈니
스 사례에서 양면시장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플랫폼들 간의 경쟁도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플랫폼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쉽게 대체된다면 이는
플랫폼이 IT 융합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IT
26) 2003년 탐 앤서슨과 크리스 드울프가 설립한 MySpace.COM은 원래 음악가들이 곡을 올
리면 팬들이 평가하는 사이트로 기획되었으나 2005년 7월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에
의해 인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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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지 못하면 결국 새
로운 플랫폼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경쟁에 어
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플랫폼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개방전략과 멀티호밍(multi-homing) 이슈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양면시장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먼
저진입한선발자(first mover)와후발사업자간격차의확대가심화될가
능성이 확대되고, 단면시장에 비해 제품-서비스 간 결합(bundle)을 통
한 보다 다양한 전략27)이 가능하므로 게임의 규칙(표준, standardization)
설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네트워크 운영을 쉽게 만
드는데, 이는 고객 그룹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고(거래비용 감소), 고객
그룹 간 상호 피드백 발생을 촉진시켜 양면시장의 특징이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① 양면시장에서의 개방 전략(openness)

Rysman(2009)에 따르면 양면시장 문헌에서 개방성(openness)은 ⅰ)
얼마나 많은 면을 선택할 것인가? (how many sides to pursue), ⅱ) 경쟁
플랫폼들 간 어떤 호환성(compatibility)을 선택할 것인가? (how to relate
27)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에서는 둘 이상의 고객 그룹을 운영하여 고객 그룹별로 상이한
가격전략이 발휘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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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mpeting platforms)의 두 가지 전략에 관한 이슈를 뜻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서 플랫폼의 개방성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쉬운 문제
가 아니다. 앞서 플랫폼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중추자가 제공하는 플랫
폼에 보완자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지에 따라 개방적/폐쇄적 플랫폼
여부에 관해서도 언급했지만 현실에서는 각 기업의 입장에 따라 선택
적인 개방/폐쇄가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애플은 인터넷에서 멀티미
디어 콘텐츠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어도비(Adobe)의 플래시 기술을
iPhone에 수용하지 않아 폐쇄적이라고 비판받았지만 iPhone 개발자들
을 위해 애플에서 사용하는 개발환경을 무료로 공개하고, iPhone 사용
자 간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구
글은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해서 외부에 소스를 공개하고 수정도 허용
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특히 IT 산
업에서는 개방성과 폐쇄성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할 뿐 아니라 폐쇄성
이 개방성을 이긴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마이스페이스로부터 폐쇄적
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SNS 분야에서 페이스북의 압도적인 우위
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개방적인 구글보다도 폐쇄적인 네이
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한 개방성/폐
쇄성의 선택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② 양면시장에서의 멀티호밍

호환성과 관련해서 양면시장에서 검토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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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호밍(multi-homing)28)에 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자. 한 이용자가 여
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 동시에 여러 플랫
폼들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멀티호밍이 발생한다. 즉, 고객
들이 동시에 둘 이상의 경쟁적 플랫폼들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멀티호
밍이 가능한 것이다.29) 일반적으로 경쟁기업들이 그들이 제공하는 서
비스에 있어 호환성을 추구하면 소비자는 외부성의 이익(network
benefits)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비호환적이더라도
소비자들이 각 기업들로부터 구입하는 식으로 멀티호밍이 가능하다
면 기업들이 호환성을 추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성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멀티호밍이 호환성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가 필요한데, 멀티호밍이 존재하면 기업들 간 경쟁을 감소시켜 기업들
이 내부화시키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호환성이 효율적
임에도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멀티호밍은 호환성의 좋은 대
체재가 아닐 수 있다(poor substitute).

3. IT 융합에서 플랫폼의 성공 전략 : 사례를 중심으로
앞에서 검토한 양면시장의 이론적 원리들을 이해한다고 이를 바로
28) multi-homing과 관련해서는 Doganoglu & Wright(2006)의 논문을 많이 참고하였다. 아직
국내 문헌들에 multi-homing의 내용이 충분히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김성환 외(2008)
는 시장획정과 관련해서 이를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29) Evans & Schmalensee(2007)는 멀티호밍이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점착
성(lock on)을 감소시키고 양성적 피드백의 강도를 약화시켜 고객들에 대한 견인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플랫폼들 간 경쟁의 위협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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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실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모델을 통해
전반적인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동작방식을 이해할 수는 있
겠지만, 구체적인 현실에서 그 원리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주어진 기회
와 환경을 잘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망
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IT 융합을 성공적
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이 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앞 절의 이론적 논의
를 좀 더 구체적∙현실적인 사례들을 통해 검토해보자.

(1) IT 융합의 성공사례
IT 융합을 단순히 기술 측면에서의 혁신과 변화로 받아들인다면 플
랫폼의 역할과 양면시장 이론의 작동원리를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은 IT 융합이 기술적 측면의 혁신을
넘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피드백으로 다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과정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투자가 애플에 비해 부족했기 때
문에 스마트폰의 개발에 뒤처졌던 것이 아니고, 다이너스클럽이 아메
리칸 익스프레스보다 선도적이지 못해 역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
실들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은 기존의 통찰력을 이용해 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상호작용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했음을 알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미래의 유망한 플랫폼(platform)
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몇 가지 성공사례들
을 통해서 유망 플랫폼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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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dobe�의 PDF
Adobe� Acrobat�30)의 PDF(Portable Document Format)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서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Acrobat�의 성공적인 사업 전략은 IT 융합에서 플랫폼의 역할
을 단편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음미할 필요가 있다. 대개
전자문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될 수 있고 이에 따
라 다양한 저장형식을 갖게 된다. 독자(Reader)의 워드프로세서가 읽고
자 하는 전자문서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전자문서의 가치는 현저히 감
소하게 되고 설령 전자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저장형식의 전환이 가능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가치는 현저히 감소한
다. 따라서 문서 작성자(Writer)는 독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워드 프로
세서로 문서를 작성할 유인이 생기는데, 이를 독자(Reader)와 작성자
(Writer) 간에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Acrobat�의 PDF는 독자에게 Acrobat� Reader를 무료로 제공하고 작성자
에게는 Acrobat� Writer를 유료로 판매했으며 기존의 워드프로세서에서
도 PDF문서로 저장할 수 있도록 무료 Plug-in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작
성자와독자의네트워크외부성을극대화하는전략을선택한것이다.
② Apple의 iPhone31)

IT 융합에서 플랫폼을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Apple의
30) Acrobat�은 1993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문서 형식이 존재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Acrobat�이 세계적인 문서 표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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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이 GPS(Global Pointing System)를 탑재하면서 기존 내비게이션 시
장의 성장이 불투명해진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IT 융합을 단순히
여러 기능을 합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내비게이션도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IT 융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최신 내비게이션
은 단순히 지도정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MP3, 비디오, 노래방,
그리고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까지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Apple의 iPhone은 내비게이션이 GPS 탑재 스마트기기에 의해 쉽
게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스마트기기의 내비게이션 기능은
GPS 기술을 이용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라는 것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내비게이션이 GPS 기술을 길을 찾는 데 사
용했다면, 스마트기기의 GPS 기술은 무궁무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이 때문에 소비자는 내비게이션 기기보다 GPS 탑재 스
마트폰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된 것이다. 내비게이션뿐 아니라 게임 분
야에서도 iPhone이 가져온 변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불황
에서도 독보적인 실적을 올리며 2009년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까지 평가되던 닌텐도가 iPhone의 출시 이후 타격을
입으며 마침내 2010년에는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
다. 게임에만 집중하면서 멀티미디어와 기타 부가 기능을 가급적 배제
해왔던 닌텐도는 인터넷, GPS, 전화, MP3,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을 통
합해서 제공하고 AppStore를 통해 최신 게임까지 제공하는 iPhone에게
31) 애플의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무수한 책과 기사들이 나와 있지만 이를 양면시장 이론
적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 김창욱 외(2012)에
서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의 성공사례로 PC시장의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광고시
장의 구글, 스마트폰 시장의 애플을 대상으로 그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해 간 과정
을 분석하여 플랫폼 전략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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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빼앗긴 것이다.
이처럼 무엇보다도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비자
가 선호하는 미래 유망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IT 융합
산업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카카오톡32)

2010년 3월 메신저 서비스를 모바일에 구현하는 것으로 시작된 카
카오톡은 2011년 4월 가입자 1,000만 명을 확보하고 2년 만에 가입자가
4,000만 명으로 증가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카카오톡은 메신저를 통해
확보한 가입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제는 게임, 쇼핑(카카오스타일),
SNS(카카오스토리), 뉴스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면서 모바일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카카오톡이 기존의 검색포털
들을 누르고 성공하게 된 배경은 PC와 스마트폰의 차이에 기반한다고
할 것이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플랫폼도 검색에서 커뮤
니케이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을 통한 연
결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게임 부문의
경우 39일 만에 1,000만 명이 다운받으면서 국민게임으로 등극한 애니
팡 외에도 캔디팡, 드래곤플라이트 등 소규모 게임업체들의 비약적 성
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카카오는 벌어들이는 수익 중 앱스토어나 구글

32) 2012년 11월 가입자 6,6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애니팡 등 1,000만 다운로
드를 돌파한 게임들을 배출하고 있어 또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카카오톡에
관한 각종 기사들(시사저널, 2012.12.4,‘카카오, 모바일 플랫폼 제패 노린다’등)의 내
용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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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에 지불하는 수수료(30%)를 공제한 부분을 게임개발사와 3
대 7로 배분하고 있어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동반성장 가능
성도 기대되는데, 상생을 유지하면서도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된다 할 것이다.

(2) IT 융합의 실패사례
① 펫츠닷컴(pets.com)33)

플랫폼의 이용이 항상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패
사례도 검토해보자. 1998년 11월 미국에서 설립된 펫츠닷컴은 애완동
물 애호가와 애완용품업체라는 두 고객군을 모으려고 했으나 실패하
였다. 실패의 주원인으로는 무거운 개사료나 고양이 배변용 모래와 같
은 애완용품을 배송하는 비용이 저렴하지 않았고 애완동물 애호가는
굳이 비싼 배송비용을 지불하면서 온라인 펫츠닷컴을 이용할 유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상당수의 애완용품업체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상당수의 애완동물 애호가의 수요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했는데, 애완동물 애호가에게 구매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펫츠닷컴 방문자 수를 늘렸지만 손실만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애완용품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야 했지만 애완
용품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온라인 펫츠닷컴을 이용
33) Evans & Schmalensee(2007)는 플랫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각 그룹들을 서로 끌
어당기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며, 얼마나 강력한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의 실패사례로 펫츠닷컴을 언급하고 있다.

80 IT 융합 산업의 발달과 정책적 시사점

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처럼 펫츠닷컴이라는 플랫폼에서는 서
로 필요로 하는 고객군들을 모으는‘상호견인’
(mutual attraction)의 힘
이 작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양면시장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하자
면 가격구조의 설정에 있어 전체적인 가격수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
고, 한 면이 너무 많은 가격을 부담하도록 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3) IT 융합에서 플랫폼의 성공전략
이론적인 모델을 통해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동작방식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에서 그 원리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주어진
기회와 환경을 잘 이용하는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망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
는 것이 IT 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이 될 것이다.
성공전략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와 사례가 축적되고 있는데, Evans &
Schmalensee(2007)는 성공적인 플랫폼(카탈리스트)이 되기 위한 여섯
가지 전략34)을 제시한다. 또, 최병삼(2010)은 플랫폼을 성장의 화두로

34) 이들이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ⅰ) 어떤 고객그룹들이 누구를, 왜 필요로 하는지
플랫폼 커뮤니티를 철저히 파악하라. ⅱ)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두 그
룹의 수요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가격구조를 만들어라. ⅲ) 고객을 끌어들이고
상호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카탈리스트(플랫폼)를 설계하라. ⅳ) 양면시장에서 경쟁자
들의 움직임을 고려한 수익성에 집중하라. ⅴ) 카탈리스트들 사이에 벌어지는 역학을
이해하면서 전략적으로 경쟁하라. ⅵ)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실험하
고 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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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면서 플랫폼의 성공전략으로 5계명을 제시하였고, 김창욱 외
(2012)의 경우는 플랫폼 전략을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아키텍처
전략, 거버넌스 전략, 리스트럭처링 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다.35) 플랫폼
의 성공전략을 위해 기존 연구들이 제안하는 내용은 강조점과 순서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양면시장 이론에 바탕을 두
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보자면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
래에서는 최병삼(2010)의 제안을 기본으로 플랫폼의 성공을 위한 구체
적인 전략들을 사례와 이론적 분석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으
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첫째, 가치 있는 플랫폼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가치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이를
플랫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양면시장의 작동원리에
비추어 보면, IT 기술의 진전은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도 외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최근스마트기기용메신저인카카오톡의게임중하나인애니팡36)

35) 이들에 따르면 아키텍처 전략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플랫폼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
복합체 아키텍처를 형성하여 그것이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
이고, 거버넌스 전략은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업생태계 참
여자 간의 기회와 권한, 수익의 배분 체계를 적절히 구축∙관리하는 것이다. 또, 리스트
럭처링 전략은 플랫폼을 재편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가치복합체와 기업생태계를 확
장해나가는 것으로 아키텍처 측면의 구성요소 변화와 거버넌스 측면의 참여그룹 변동
을 수반하는 것인데, 결국 플랫폼 주도기업이 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외부의 힘을 어떻게 조직하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36) 앞서 IT 융합의 성공사례에서도 언급했듯이 카카오톡은 출시 2년 만에 4,000만 명의 가
입자를 확보한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또, 2012년 7월 카카오톡을 통해 소개된
지 39일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애니팡의 제작사 선데이토즈는 20여 명 남짓
한 소규모 게임업체였는데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400배 가까운 매출 신장을 기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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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단순히 게임을 구매하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
고, 카카오톡 친구들이‘하트를 주세요’
라는 메시지에 반응하면 게임
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게임을 구매하고 게임을 즐기는 것
은 일회성 가치흐름이지만,‘하트를 주세요’
를 통해 친구들 간에 상호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잡한 가치흐름이 생산되는 것이다. 이와 같
은 발상에서 모든 것이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을 내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둘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37)하는 것이다. 양면시장에서 플
랫폼도 시장이 조성되고 성장해야 성공할 수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의 싸이월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그곳에 가면 친구들이 많다는
것’
이고 아이러브스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그곳에 가면 궁금했
던 동창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이었다. 지금은 싸이월드나 아이러
브스쿨은 새로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의해 대체되는 침체기를 맞
고 있는데, 회원확보를 통해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을 키울 수는 있지
만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버
블로그는 활발한 블로깅(blogging)을 하는 블로그를 파워블로그로 선
정하고 이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IT 융합도
단순히 융합을 시도하기보다는 융합의 객체들에게 참여에 대한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전략임을 인식하고 IT 융합의 객체가 플랫

다. 그런데 애니팡은 검색이 아니라 친구들의 추천을 통해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플랫
폼의 성장에 있어 커뮤니티의 구축을 통한 가치 제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37) 이는 플랫폼의 역할 중 수요자들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양면시장 이론에 비추어보면 외부성을 내부화시키는 적절한 가격구
조를 설정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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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의 보완자로서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짜여진다면, 보완
자는 소비자로부터 참여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플랫폼을 개방하고 확장하라는 것인데 플랫폼은 보완자가 많
으면 많을수록 플랫폼의 가치는 높아지고 경쟁력도 높아진다. 싸이월
드의 모든 기능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직접 개발하고 통제하지만,
Facebook은 관련 API를 공개하고 개발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수많
은 애플리케이션이 부가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확장할 수
없는 플랫폼은 쉽게 대체될 수 있으나 계속해서 진화하는 플랫폼은 대
체되기 어려운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에는 자동차용 내비게이
션을 대단한 IT 융합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으나, 새롭게 진화할 영역
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스마트 기기에 의해 대체될 것으
로 보인다. 제품은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계속 변하기 마련이
므로 플랫폼을 만들 때에도 해당 플랫폼의 진화 정도 및 용도의 한계
등에 대한 대략적인 사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단기 수익에 치중하지 말라는 것이다. 플랫폼 자체보다는 플
랫폼을 통해 파생되는 수익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
에서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공개하고
애플리케이션 판매수익도 개발자와 이동통신업자에 주는 대신에 광
고수익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플
랫폼의 가치를 더해 주는 보완자가 충분해진다는 것과 같고, 지속적인
보완자의 확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적인 수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 스마트폰 채
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이 초기에 적자를 모면하지 못했지만, 친구에
게 선물을 주는 기프티쇼와 기프티콘 서비스, 기업을 광고하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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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카카오톡 게임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다섯째, 급격한 양적 팽창을 경계하라는 것이다.38) 플랫폼이 지나치
고 빠르게 성장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깨
끗한 플랫폼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의 보
완자 중 플랫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보완자도 있기 때문이다. 싸이월
드가 한때 대세였다가 급격하게 퇴조한 것도 개인정보 노출이나 불쾌
한 댓글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애플의
경우 앱은 Appstore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 등록되고 있으며, P2P
파일 공유나 토렌츠 기술은 아예 등록을 차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8) Evans & Schmalensee(2007)는 가격구조 설정에 있어 처음에는 천천히 성장하도록 가격
설정을 하라는 충고를 하고 있다. 그들은 MS가 윈도 가격설정을 통해 개발자와 소비자
들 간의 강력한 선순환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성공한 데 반해,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IBM이 윈도와 경쟁하면서 충분한 응용프로그램도 없는 상태에서 OS/2를 출시
(1987)하면서 가격을 윈도의 2배로 책정한 결과 결국 소수의 이용자와 개발사만을 확
보하고 2005년에는 마침내 사라진 사례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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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기술의 발달 및 환경변화가 IT 융합을 촉진하고, 많은 부
문에서 양면시장적 특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과 그 경우 적절한
대응전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면시장이나 플랫
폼에 관해 많은 관심이 생겨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한 설명들이 증
가하고 있지만, 경제이론적으로 양면시장을 분석할 경우 기존의 내용
과 달리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처럼 이전과 다른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 및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동 현상의 이면에 있는 작동원리를 정
확하게 이해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39) 본 장에서는 융합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과 경쟁
정책 및 특허정책 등에 관해 양면시장 이론적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활용하고, 아직 이론적으로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도 정책
적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주제에 관해 다루기로 한다.
39) 양면시장 이론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현상을 양면시장 이론
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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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합촉진 관련 법∙제도 및 개선 방안
(1) 융합 기술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
융합 기술40)은 산업 간∙서비스 간 융합을 유발하여 경제∙산업∙사
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제2장에
서 국내외 IT 융합 산업의 현황 및 동향을 소개하면서 거론했듯이 차세
대 기술혁명은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technology), NT(Nano
Technology)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신기술 간 융합이 주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IT, BT, NT 융합 기술에 의해 창출되는 시
장이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표적 융합기술의 산물인 스마트폰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차세대 세계시장의 핵심제품으로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기존 산
업의 구도가 격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의 신성장동력으
로서 융합 기술의 잠재력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 또, 융합 기술의 발전
에 따라 의료∙건강, 안전, 에너지∙환경문제 등 미래의 많은 사회문제
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융합 기술의 전략적 육성이 향
후 과학기술적 진보를 촉진할 뿐 아니라 신성장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
로 전망되어 선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육성∙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융합기술은 기술발전의 트렌드로서 명확한 기술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이를 반영하듯이 선진국들도 자국의 특성
40) 2011년 4월에 제정된‘산업융합촉진법’제2조에서는“산업융합”
을 산업 간, 기술과 산
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
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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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적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아닌
자국의 전략적 환경을 고려한 권고 사항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
인 추세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융합기술 및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유리의 경우도 늦게나마 각종 융합 관련 정책들을 추진
해 왔음을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내용이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구비되
어 있는지, 또 과연 제도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2) 융합 관련 법·제도적 정비와 문제점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의 필
요성이 강조되었다. 글로벌 선진 기업들이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
를 선제적으로 출시하면서 세계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고 각국
에서도 자신의 사정에 맞는 국가 차원의 융합지원 정책들을 시도하고
41)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도 2011년 4월‘산업융합촉진법’

을 제정(동년 10월 6일 시행)하였는데 그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제2장),

41) 동 법의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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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등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제3장). 또, 중소∙중견기업의 융합사업을 지원하
고 필요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도입하였으며
(제4장),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등 산업융합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제5장)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범부처 간 융합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산업융합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법 제8조) 이
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42)의 수립∙시행(법 제5조)을 의
무화하고 있다. 또,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Fast-Track 인증
제)43)를 도입하여 융합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법 제11조
이하), 산업융합 관련 기업이 사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각
종 인허가 등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지경부 장관이 위촉한 산업융
합 관련 전문가(옴부즈맨)가 판단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그 밖에도 융합을 위한 각
종 지원 사업과 조치를 포함하여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융합
관련 법령의 제정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이처럼‘산업융합촉진법’
은 이제까지의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

42) 관계부처 합동(2012.8.)에서 발표한‘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안)’
에 따르면 동 계
획은 산업융합이 가져올 우리나라의 미래상을‘산업강국, 생활부국, 안심대국’
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여 국가융합화 전략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최초로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
43) 개별 법령상의 기준 미비 등으로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최대 6
개월 이내에 인증절차를 거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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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는 한계 및 칸막이를 완화하고 융합을 본격적으로 이슈화한 최초
의 종합적 법률이며, 융합촉진을 저해하는 기존의 법령 및 제도상 한
계들을 해소할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
존의 분절화∙칸막이화된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한 제도로는 급속히
변화하는 융합 환경을 추격하고 선도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동 법을
제정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의 확충44) 및 기존 법령과의 조화라는 새
로운 과제가 남아 있다. 즉, 사회경제적 요구에 의해 법률이 제정되었
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working)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점을 고
려해야 하고,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입법시 고려하지 못했던 구체
적인 요인들을 반영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규 외(2009)에서 지적하듯이 우리의 기술융합 정책은 아직까지
도 융합을 단순히 기술혁신의 수단으로 파악하거나 관련 산업에 대한
단기적 시장성과 위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 법의 제정을 미
래 융합 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
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경쟁정책 관련 이슈45)
양면시장에서는 전통적 산업조직론에서 문제시되던 시장지배력의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관한 판단에 중요한 수정이 요구된다.46)

44) 정부는 향후‘산업융합촉진법’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에 근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
의 표준 구축 및 보급을 위한 관련 법령들을 정비할 계획이다.
45) 양면시장 이론을 바탕으로 경쟁정책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설명한 문헌으로 Evans(2003)
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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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시장과 달리 양면시장에서는 한 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이 해당 시
장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해
연계된 타 시장의 판매량에 변화를 주고 다시 해당 시장에 영향을 행
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면시장의 특성에 따라 경쟁정책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전
통적 시각과 다른 분석 및 적용이 필요한데, 이 절에서는 주로 시장획
정 및 진입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
우리뿐 아니라 각국의 독점금지법은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제한적
방법으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거나 이를 남용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 2),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창출하는 행위(법 제7조)
및 복수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법 제19조)를
규제하고 있다(이호영, 2006). 각종의 경쟁제한적 행위들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된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문제가 된 행위가 과대한 시장지배력을 창출하거나 경쟁제
한적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점
유율(market share)과 같은 요소들을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런데 시
장점유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점유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

46) 이상규(2010)는 양면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해 기존
의 전통적 산업조직이론이 적용되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현실에서는
특정 시장이 양면시장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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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획정해야 하는데, 이를 관련시장(relevant market)47)이라고 한
다. 관련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점유율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관련시장이 좁게 획정되면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
유율이 높아져서 시장지배력이나 경쟁제한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
로 나타나고, 넓게 획정되면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상품들 간의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을 고려해서 대체
도가 높은 상품들을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 하나의 시장으로 판정하지
만 현실에서 상품들 간의 대체가능성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획정에 많이 사용하는 SSNIP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 transitory Increase in Price) 테스트48)의 경우 일
면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당해 상품의 수요 감소로 나타나지만, 양면
시장의 경우 가격상승이 상대 측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가
다시 자기 측의 수요에 반영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시장획정은 더
47)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는 관련시장의 개념을‘일
정한 거래 분야’
로 표현하면서 이를“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
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각 금지행위의 유
형별로‘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
‘기업결합
,
심사기준’
‘공동행위
,
심
사기준’
과 같은 개별 고시를 통해 일정한 거래 분야의 획정 방법을 개별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48) SSNIP 테스트는 미국의 경쟁당국인 DOJ와 FTC가 공동으로 발간한 수평적 기업결합지
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한 상품을 잠정적인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하고 이 상품을 공급하는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기타의 판매조건
을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의 예측가능한 기간 동안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
이지 않은 가격인상을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상당수의 구매
자들이 구매량을 감소시키거나 다른 제품을 구입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한 것이 가상의 독점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이윤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현재의
잠재적인 시장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것이므로 시장을 보다 넓게 획정하여야 시장
지배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Posner(2001)를 참
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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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49)
근래 IT 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되었던 Microsoft 사건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회사가 ⅰ) 윈도서버 운영체제와 자사의 미디어서버 운영체제 프
로그램(WMS)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ⅱ) 윈도 PC 운영체제(Window
XP)와 미디어플레이어 프로그램(WMP)의 결합판매 행위, ⅲ) 윈도 PC
운영체제와 MSM 메신저 및 윈도 메신저 플레이어의 결합판매 행위 등
에 대해 시사점 있는 시장획정 결정을 내렸다.

(2) 진입규제 및 기타 경쟁정책 문제들
양면시장에서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거래되고 기능하
기 위해서는 플랫폼 양면의 소비자 그룹들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간단한 예로 데이트 서비스50)의 경우 서로 다른 성의 상
49) 제3장 제2절의 양면시장에 대한 이론적 설명 부분에서 양면시장의 가격결정을 다루면
서 논의했듯이 양면시장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한계비용 가격책정
(MC pricng)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기존의 일면시장에
서는 이를 한계비용 가격책정에 바탕한‘러너지수’
를 시장획정에 있어 독점력 정도의
척도로 삼고 있으므로 SSNIP 테스트를 위한 기존요금의 설정 자체도 어렵게 된다. 동일
한 내용을 지적하는 것으로 김성환 외(2008) p.92 이하를 참고할 수 있다.
50) 다른 많은 양면시장에서도 유사한 비유가 가능한데, 신문과 같은 미디어 시장에서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이 가능하여 독자들을 모을 수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해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광고의 게재 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양면시장에서는 참여
하는 각 면의 참가자 간 상호작용이 중요하지만 그 전제로 각 면에서 일정한 수의 참가
자들을 확보해야 한다. 신용카드 회사의 경우 가맹점과 고객, 비디오 게임산업에서 게
임 제작자와 타이틀 구매자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면에서 일정 이상의 참가자 확
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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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사업이 시작∙유지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이 확보되고 양면에서 고객 그룹들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면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
하다. 이러한 현상이 양면시장의 진입단계에 있어 경쟁정책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가 발현되는 양면시장에서는 일정 임계
점(critical mass)에 도달한 후 후발 사업자의 진입이나 효과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쏠림 현상(tipping)이나 잠금 효과(lock in effect)가 발생하기 쉬
워 선발자의 지배적인 독점적 플랫폼의 구축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사실 일면시장을 염두에 둔 기존의 산업조직이론과 달리 네트워크
외부성이 발생하거나, 네트워크 외부성이 더욱 복잡하게 발현되는 양
면시장을 고려할 경우에는 많은 경쟁법적 문제들이 새롭게 정의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는 네트워크 외
부성의 존재는 독점을 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경쟁의 효과도 발생시킨
다는 점에서51) 단편적인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즉, Schumpeter가
말했던 소위‘창조적 파괴’
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독점을 통한 혁신
의 제고로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는 사회적 이익이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이다.
경쟁정책의 중요한 주제들인 담합(collusion)이나 각종의 불공정거
래행위들은‘부당하게’
‘경쟁을
,
제한’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삼고 있
51) Posner(2001)는 배타적 관행이 신경제(new economy)에서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면서 유사한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다. 그는 컴퓨터 SW제조업, 통신서비스 및
장비 산업, 인터넷 기반회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업 등을 신경제로 부르며 이는 반트러
스트 원칙이 발전되어온 대부분의 산업과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
하는 IT 융합산업은 그가 규정하는 신경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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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담합, 끼워팔기(tying), 배타조건부 거래(exclusive dealing), 약탈적
가격책정(predatoty pring) 등 많은 경우에서 양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
지 않는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된다. 그
리고 시장지배력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관련시장(relavant
market)의 획정과 연계되어 있고52), 한계비용 가격설정(MC pricing)을 바
탕으로 하는 기존 경쟁이론은 양면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3. 특허 및 지적재산 관련 이슈
IT 융합의 확산과 양면시장적 현상의 증대는 특허(patent)와 같은 지
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체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발명과 창작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허를 비롯한 제반 지적
재산권은 과학, 기술의 발달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와 아울러
특허권자 등에게 독점적 지위를 가져와 경제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
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받아왔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타
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배타적 지위를 가지면서도 상품의 생산에
추가로 필요한 한계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발명과 창작 등의 노력을 한
52) 곽주원(2012)에 따르면 관련시장 획정의 근거로 이용되어 온 기존의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지침은 2010년 대폭적인 개정을 겪었다고 한다. 그 내용으로 시장획정의 중요성
감소, 소수 소비자 집단의 강조, HHI안전지대의 조정, 기술혁신을 비롯한 비가격 경쟁
등 새로운 고려요소의 포함 등을 들고 있다. 특히 SSNIP를 이용한 시장획정 방법론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가중되면서 2010년 개정된 심사지침은 이전과 달리 시장획
정론 이외에 반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포함시킴으로써 시장획정의
중요성을 감소시킨 점을 소개한다. 개정 결과가 향후 양면시장의 시장획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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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복제∙모방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 되어 왔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선진화된 특허제
도가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1970년대 제조업
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특허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53)이 생겨났
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20여 년간에 걸쳐 새로운 부문까지 특허보
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허보유자에게 침해방지를 위한 강력한 권한
을 부여했으며, 특허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 결과 <그
림 4-1>과 같이 물리적인 특허 출원 건수는 증가했지만 과연 특허 보호
의 강화가 연구개발 및 혁신의 유인을 증대시켰는지, 관련 기술의 공
개 및 이전을 촉진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그림 4-1> 미국 내 특허 인가 추이(1963~2000)

자료 : US PTO(2000), Gallini(2002)에서 재인용.
53) Gallini(2002)는 1980년대 이후 미국 특허제도의 변화를 개관하면서 20여 년이 지난 2000
년 초에도 특허정책 변화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
고, 정책변화의 효과 외에 다른 변화들이 혼합되어 있어(confounded) 독립적인 효과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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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다.
IT 기술과 정보의 발달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
고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특허는 보호기간 동안 발명가의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기술 및 정보의 공개를 촉진시켜서 사회
적 이익을 촉진한다는 상충적(trade off) 효과를 지닌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졌으나, 이제는 IT 기술의 확산으로 신기술 확산과 채택의 네트워
크효과가 개별 기업의 성패를 떠나 산업계의 판도를 좌우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
최근 첨단 기술의 특허를 둘러싼 분쟁들54)은 IT 융합시대의 특허정
책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와 함께 특허정책과 경쟁정책
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고찰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Gallini(2002)가 언급하듯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특허뿐 아니라
특허와 관련된 경쟁법적 규정 및 지적재산권 보호의 집행수단들도 함
께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제도와 관련된 정책은 기술변화의 방
향,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기업들의 전략, 산업에서의 재편 등에 심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IT 융합이 가져올 유용성과

54) 삼성전자와 애플 간 스마트폰 특허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법적 분쟁의 결과가 한 기업의 흥망을 넘어 산업 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
에까지 이르렀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애플의 성과들이 더 이상 새로운 혁신을 가지
고 오지 못하면서 후발자의 진입과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적 무기로 전락했다는 비판
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애플의 앞선 혁신에 무임승차하면서 후발자의 이익만 누리고
있다는 평가 또한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첨단 혁신기술의 배타적 보호와 공개를 통한
사회전반의 후생 증가를 조화시킬 제도 및 수단이 당분간 쉽게 나타나리라고 보지 않
는다는 것이다. 이미 글로벌 경제가 보편화되고 경쟁법의 국제적 공조가 구축되는 현
실에서 각국의 지적재산법제 역시 영역적 한계(territorial limits)에 관한 일정 정도의 수정
과 변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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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의 이로움을 극대화하면서도 경쟁자들 간의 배타적 분쟁을 조
정할 수 있는 현명한 수단들을 강구해내야 할 것이다.

4. IT 융합 생태계의 형성과 상생협력 이슈
앞서 언급했듯이 네트워크 외부성이 작동하는 양면시장에서는 관
련 사업자들 간 유기적 협력(cooperation)과 공존(co-existence)이 생태계
를 구성하고 이러한 생태계의 구축 여부가 비즈니스의 승패를 결정짓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처럼 대기업-중소기업(1차 하
청)-영세업체(하위 하청)로 이루어진 위계적 사슬 같은 산업구조는
혁신(innovation)과 창의(creativity)를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경제에서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참가자들 간 상호 갈등과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55) 물론,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지시와 통제가 아직
까지 성과를 나타내는 부문이 있고 우수한 인력 및 경영상의 장점으로
높은 매출과 수익을 기록하는 기업들도 다수 등장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의 대량생산보다는 소비자들의 감성에 맞는 혁신적이고 매력적
인 제품들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인력,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뿐 아니라 생산 방식 자체의 변화와 생산 과정에 참여하

55)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의 차이와 불공정거래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2000년대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입법 측면에서도 조치가 시행되는 등(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2006) 심각성이 확산되었다. 이후 2010년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동년 9월 정부 차원의‘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이 발표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출범과 제반 법령 등의 정비
가 뒤따르게 되었는데, 정책의 추진과정 및 주요 내용 등에 관해서는 주현 외(2011)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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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체들 간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다. 혁신과 창의에 기반한 제품들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분업구
조보다는 각자의 자유로운 참여 및 기여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보장되
는 조화로운 산업생태계에서 탄생하고 활성화되고 있다.
애플이 아이튠즈(iTunes)를 통해 구축한 앱스토어(App Store)가 그 대
표적인 사례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휴대폰 산업의 무게중심이 전
자기기 제조업으로부터 콘텐츠와 응용 SW 등 서비스 부문과의 융합
을 통한 플랫폼의 활용으로 이전됨에 따라 새로운 전략, 비즈니스모델
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산업생태계의 구축이 중요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애플의 경우 <그림 4-2>에서 보듯이 주요 부품의 생산 및 개발에 이
르기까지 핵심역량을 제외한 가치사슬의 대부분을 글로벌 네트워크56)
를 활용해 외부에 위임하고 자신은 기획과 판매의 일부만 집중하는 식
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였다. 협력관계에 있는 전문기업들을 통해
생산된 MP3 플레이어(ipod)와 스마트폰을 iTunes와 App Store라는 플랫
폼을 통해 음악을 다운받고 다양한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함으로
써 제조사와 콘텐츠 소비자의 양면을 조성∙관리하는 플랫폼 기업으
로서 재탄생한 것이다.57)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부품 및 제조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보다 먼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56) 글로벌 네트워크형 산업모델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산업별 확산 사례 및 그에 따른 산
업구조와 경쟁구도의 변화 양상 등에 관해서는 복득규 외(2008)를 참고할 수 있다.
57) 애플의 시가총액은 2007년 1월 아이폰을 공식 발표할 때까지 1,000억 달러 미만이었으
나, 이후 급상승하여 2012년 8월 말 마침내 시가총액 6,235억 달러로 전성기의 MS(1999
년 12월 6,205억 달러)를 제치고 역대 세계 기업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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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애플의 글로벌 네트워크형 산업모델

자료 : 복득규 외(2008)에서 재인용.

iPhone의 등장 초기에는 상당한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삼성이 스마
트폰 개발에 있어 애플에 뒤졌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삼성은 IT
융합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58) 하드웨어
(hardware)적으로 볼 때 애플의 iPhone은 기존의 iPod touch에 이동전화
기술을 융합시킨 것에 불과하지만, 애플은 iPod을 출시하면서 iTunes를
통해 음원 콘텐츠시장을 보완자로 확보했고, iPhone을 출시하면서는
App Store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보완자로 확보했다. 반면 삼성
은 Galaxy 시리즈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애플의 경쟁자이지만 단지

58) 삼성과 같은 휴대전화 제조사뿐 아니라 이동통신사들도 음성통화 수익 증대에만 몰두
한 채 스마트 혁명이 가져온 플랫폼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정책당국도 세
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2009년 11월 애플의 iPhone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까지는 외국 휴대전화 회사들에게도 의무적으로 한국형 무선인터넷의 표준규격인
위피(WIPI)를 강요한 것 등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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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제조업자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IT 융합을 기술적인 측면
에서 이해했기 때문이며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산업생태계가 완결되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외부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실수와 오류 등을 통한 도
태 등 다이내믹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또, 기존
에 성공적으로 작동하던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된 상황에 다시
적용되리라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59). 그러나, 일단 애플의 높은 성과로
대변되는 성공사례는 동반성장과 대중소기업들 간 협력이 강하게 요
구되는 현실에서 하나의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최근 모바일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메
신저 서비스업체 카카오톡을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동반성
장 사례로 들 수 있다. 모바일 사업을 건강한 생태계로 만들어보겠다
는 취지로 2010년 3월 시작한 카카오톡은 1년 동안 가입자가 1,000만 명
으로 증가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검
색에서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힘입어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을 통한 연결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1,000만 명이 다운받으면서 국민게임으로 자리잡은 애니팡 외에도 캔
디팡, 드래곤플라이트 등 소규모 게임업체들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게
임 플랫폼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카카오는 벌

59) 만드는 제품마다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시장을 선도해왔던 애플도 스티브 잡스의 사망
(2011.10) 이후 이전과 같은 혁신적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면서 특허분쟁에 지나치게 집
착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까지는 애플이 IT 기업 중 최고의 지위를 유지
하고 있지만 2012년 말 현재 삼성전자, 구글 등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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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이는 수익 중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어에 지불하는 수수료(30%)
를 공제한 부분을 게임개발사와 3대 7로 배분하고 있어 개발사와 상생
을 도모하고 있다. 이 밖에 이모티콘 서비스와 쇼핑몰 서비스(카카오
스타일) 등의 경우도 콘텐츠 제작사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아직 스마트폰으로 인한 모바일 산업이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카카오톡 사례를 보편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IT 융합이 앞으로의 주된 흐름이 될 것으로 전망
되는 상황에서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상호이
익을 실현하고 자발적인 협력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모델은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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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최근 산업과 기술의 변화는 융합(컨버전스)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융합환경하에서는 자신의 플랫폼(platform)을 통해 생태
계(ecosystem)를 구축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성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플랫폼 및 생태계의 구축 등과 관련된 경제이
론적 접근은 양면시장으로 정리되고 있다. 양면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수준(price level)이 아닌 가격구조(price structure)에 의해 시장 균형
수량이 결정된다는 점인데, 이는 양면시장에 참여하는 각 면의 참가자
간에 상호작용- (간접 또는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 -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양면시장에 관한 선도적인 문헌인 Rochet & Tirole(2003) 이후 활발하
게 진행된 이 분야의 선행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서베이하여 아직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현재 IT 융합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각국
의 현황과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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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플랫폼과 양면시장의 관계를 살펴보고 양면시장의 핵심적인 개념
인 간접(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주
제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IT 융합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확인하고, IT 융합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를 논의하였다.
외국의 경우 일정 정도의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여 양면시장(TSM)의
가격정책과 경쟁전략이 이론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도 진
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 이를 검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
보되어 있지 않고 이론적 소개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론적 설명과 사례 분석 외에 융합 기술의 확산
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과 경쟁정책 및 지적
재산정책 등을 중심으로 양면시장의 이론적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검
토하였고, 아직 이론적으로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도 정책
적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주제에 관해 다루었다. 또, 비즈니스 생
태계의 구축과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 조성 및 지원이 갈수록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IT 융합 생태계의 형성과 상생협력 문제
를 보론으로 검토하여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생협력 및 동
반성장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향후 양면시장의 본격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현행의 법, 제도
에서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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