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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mechanism behind the migration from vertically integrated value chain architecture 

to an innovation ecosystem consisting of horizontally separated layers in value chain. We first present a comprehensive 

framework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of the drivers for migration to an innovation ecosystem, which are standard 

(institution), capability distribution, and transaction costs. The theoretical framework suggests that the migration to 

an innovation ecosystem is explained by the influence of standard on the evolutionary change of capability distribution 

and transaction costs. In particular, when the new de-jure standard competes with the de-facto standard, the new 

de-jure standard has the greatest impact on the distribution capabilities and the transaction costs. Based 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we analyze the latest SDN (Software Defined Networking) case of the network industry. SDN 

standard has transformed the industry from a vertically integrated value chain architecture to a horizontally separated 

one with its influence on the distribution capabilities and the transaction costs in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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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수직 으로 통합된 사업구조에서 계층별로 

분리된 가치사슬로 구성되는 신 생태계(innova-

tion ecosystem)1)[4, 20]로의 이동은 복잡성과 상

호작용의 심화라는 특징을 보인다[4]. 그리고 이러

한 신 인 생태계로의 변화는 기존 수직 인 지

배구조를 유지하려는 산업 지배 인 사업자, 이들

과 경쟁하고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

자, 그리고 이를 규제하거나 진하고자 하는 정

책입안자 입장에서는 매우 요한 변화이다. 따라

서 기존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 생태계

가 어떻게 형성․유지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하

다. 한 정책입안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생태계

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한 규

제  진흥 정책 인 측면에서 신 생태계에 

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수직 이고 통합 인 사업구조에서 신 인 생태

계로의 변화에 한 메커니즘을 이론 으로 설명

하고, 최신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 으로 ICT 역(sector)의 표 인 PC산

업의 경우, Grove[20]에 의하면 기에는 단일 기

업들이 가치사슬을 지배 인 에서 근하여 수

직 으로 배치된(vertical alignment) 독자 인(pro-

prietary) 블록을 구성하여 경쟁하 다. 하지만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내재 인 규칙(PC 표 화)을 

수하는 수평 인 구조가 나타남에 따라 가치사슬이 

분화되었다. Baldwin과 Woodard[6]는 PC 산업에

서 이러한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수직  산업 

1) Adner[4]는 산업에 속한 많은 조직이 다양한 트 들의 

복잡한 연계망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우월한 가치

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로 설명하고 있음. 한 

Grove[20]는 기존 컴퓨터 산업이 수직 이고 독자

인 블록을 형성하는 구조에서 내재 인 규칙을 따르

는 수평 인 경쟁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평  구조에서 가치사슬별로 다양

한 사업자들이 경쟁과 력을 통해 기회와 성공을 만

드는 생태계로 설명할 수 있음.   

구조인 사일로(vertical silos) 방식에서 수평  산업 

구조인 모듈러 클러스터(modular cluster)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한 시스템(particular 

system) 내에서 통합된 구성요소(components)들

이 수평 으로 분리된 계층별(separate layers)로 

분포하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게 

분리된 계층별로 새로운 경쟁기업들이 진입하고, 

기존에 수직 으로 통합된 기업들은 여러 계층에 

걸쳐 나타나기도 하고 특정계층에 문화하여 집

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네트

워크장비산업에서도 PC산업에서와 같이 기존의 수

직 으로 통합된 산업구조가 수평 으로 분리된 계

층형태로 해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

는지에 해 통합 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나 사례

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 생태계를 

이해하여 략을 수립해야하는 기존  신규사업

자, 그리고 련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입안자

에게 논리 인 분석의 틀과 더불어 기업 략  

정책수립의 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신 생태계의 변화에 

한 메커니즘을 기존 이론들을 보완하여 통합 으

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입안자  기업가들에게 

신 생태계로의 변화에 한 이론  토 를 제공하

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 인 토 의 구성을 해 본 연구는 

외부환경으로서 제도(표 ), 거래비용, 역량분포, 기

업의 수직  사업범  등의 개념과 련된 이론들

을 통합하여 신 생태계로의 변화에 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신 생태계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주요 기업

들의 지배구조 즉 사업 범 (boundary issue) 

는 수직  범 (vertical scope)를 같이 살펴보아

야 한다. 즉 지속 인 환경변화에 응하기 해서 

다양한 역량들을 조합하거나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조직  구조,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에 한 

분석이 요구된다. 

과거 연구들은[8, 38]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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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기업의 지배구조인 사업범   수직  범

가 변화하는 연구주제를 심으로 발 해왔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24, 25] 역량분포(capability 

distribu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역량분포와 거

래비용의 진화  변화에 의해 기업들의 사업범 와 

수직  범 가 변화하는 메커니즘을 실증 으로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량분포와 거래비

용의 진화  변화에 한 최근 연구도 산업수 에

서 역량분포  거래비용에 향을 미치고 있는 환

경 인 요인으로서 제도에 한 논의가 부족한 상

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 생태계로의 변화에 

한 메커니즘을 종합 이면서 통합 으로 설명하기 

하여, 기존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의 진화  변화

에 제도로서 표 이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

론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신 사례를 분

석하여 이론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해 최근 새로운 표 의 등장에 따라 기존 

역량 분포와 거래비용이 변화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산업사례를 분석한다. 

2. 이론  배경

본 연구는 환경 인 요소인 표 , 역량분포, 거

래비용과 련된 기존의 이론들을 체계 으로 통

합하고 발 시켜, 신 생태계로의 변화에 한 

메커니즘을 이론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이론  고찰 부문에서는 신 생태계에 

한 개념 정립과 더불어, 이러한 신 생태계로의 

변이를 가져오는 동인으로서 표 , 역량분포, 거래

비용 등에 한 기존 이론들을 분석하여 통합 인 

이론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신 생태계의 개념과 정의

빠르고 잦은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들 상호간 의

존성이 증 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 가치사슬

로 구성되는 가치시스템에서 복잡성과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있다. Iansiti와 Levien[21]은 기업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성과  경쟁력이 체 구조의 성과에 의존 인 체계

를 가리켜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

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기업들은 내부의 능

력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한 느슨하게 

연결된 수많은 참여자들로 구성되는 생태계에서는 

참여자들이 상호 인 효과와 생존을 해 서로에게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생태계 개

념에서 더 나아가 산업에 속한 많은 조직들이 다양

한 트 들의 복잡한 연계망을 활용하여, 소비자

에게 우월한 가치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신 

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Adner[4]는 기업에게 독자 인 신보다는 

신 생태계에 내재된 상호의존 계에 하게 

응하는 신 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Iansiti와 Levien[21], Adner[4]의 연구

들은 모두 기본 으로 가치사슬의 변화를 가정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 으로 기존의 수직

인 가치사슬 구조에서 수평 으로 계층화된 가치

사슬로의 변화를 필요조건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

본 으로 생태계는 다양한 참여자의 의존 인 상

호작용을 기본 인 특성으로 보유하고 있어, 개별 

기업들이 수직 으로 가치사슬을 통합하는 기존의 

지배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신 생태계는 다양한 계층별로 참여하는 기업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종류와 수 에 따라

서 특징지어지는 기업들의 커뮤니티로도 해석할 

수 있다[4].

Grove[20], Baldwin와 Woodard[6]는 [그림 1]

에서 구체 으로 가치사슬을 이용하여 PC 산업에

서 수직  구조가 수평  구조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에는 기업들이 수직 으로 배

치된(vertical alignment) 독자 인(proprietary) 블

록을 구성하여 경쟁하는 구조 으나,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내재 인 규칙(PC 표 화)을 수하는 수

평 인 구조가 나타남에 따라 가치사슬이 계층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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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사일로 방식[vertical silos(circa 1980)]

매  유통 
(sales and 
distribution)

매  유통 
(sales and 
distribution)

Retail
store

Superstore Dealer
Mall
order

응용 소 트웨어
(application 
software)

응용 소 트웨어
(application 
software)

Word
Word
perfect

Etc

운 시스템
(operating 
system)

⇒
운 시스템
(operating 
system)

Dos and Windows OS/2 Mac Unix

컴퓨터
(computer)

컴퓨터
(computer)

Compaq Dell
Packard
Bell

HP IBM Etc

반도체 칩
(chips)

반도체 칩
(chips)

Intel architecture Motorola RISCs

IBM DEC
Sperry 
Unlvac

Wang 모듈 클러스터 방식 [modular cluster(circa 1995)]

자료 : Baldwin and Woodard[6], p. 33.

[그림 1] PC산업에서 수직  통합구조에서 수평  계층구조로의 변화

분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특정한 시스템(parti-

cular system) 내에서 통합된 구성요소(compo-

nents)들이 수직 으로 분리된 계층별(separate 

layers)로 분포하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계층 모델

(layer model)로 설명하고 있다. Fransman[14]도 

ICT 생태계를 여섯 계층의 형태2)로 구분하는 ELM 

(ecosystem layer model)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각 계층(layer)의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력 는 

경쟁하는 계를 분석하고 있다. 

2.2 거래비용과 기업의 지배구조

최근까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에 의해 개

별 단  기업의 지배구조인 사업 범   수직  

범 가 변화하는 연구들이 발 해왔다. Coase[9]

는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Firm)에서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에 한 개념을 최 로 도

입하여 기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 다. 이 후 거

래비용분석은 Williamson[38]에 의해 더욱 발

2) ① 네트워크 요소, ② 네트워크 운 , ③ 연결성(con-

nectivity), ④ 미들웨어(middleware), ⑤ 콘텐츠, 애

리 이션(contents, application), ⑥ 최종 소비 등의 6

계층으로 구성.

되었는데, 그는 거래 인 마찰, 거래  특성(자산

특수성, 불확실성), 성과 측정  모니터링의 어려

움 등의 이유로 나타나는 거래비용에 의해 기업의 

지배구조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거래에

서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수직  통합(vertical inte-

gration)을 통한 기업 내부거래를 선호하고, 이를 

통해 거래비용을 약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직  통합에 따른 내부 인 지배비용

(internal governance cost)보다 거래비용이 감소

하면 문화(specialization)를 통한 시장거래가 선

호된다. 특히, 수직  결합에 따른 내부 인 지배비

용에 비해 거래비용이 감소하면 가치사슬의 분화와 

아웃소싱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Williamson[38]은 

설명한다.

Argyres[5]  Madhok[27]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비용 연구를 심으로, 자원  능력 련 이

론들을 보완 으로 연계하여 단  기업 수 에서 

사업범   수직  범 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Argyres[5]는 기업의 사업범  선택에 있어 기업

의 역사와 내부능력이 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

며, Madhok[27]은 개별 인 기업의 사업범 는 거

래 조건의 특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략  목표, 

능력의 특성, 거버 스 등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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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지배구조인 사업범   수직  범 가 

변화하는 원인으로 기존 연구들은 거래비용을 제

시하고 있으며, 기존 거래비용 이론을 심으로 

자원  능력 련 이론을 보완 으로 연계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2.3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의 진화  변화에 따른 

기업의 지배구조

Jacobides와 Winter[25], Jacobides와 Hitt[24] 

의 연구에서는 역량분포(capability distribution)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스템 에서 역량분포

와 거래비용의 진화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진화  변화를 통해 기업들의 사업범  

 수직  범 가 변화하는 동태 이고 진화론 인 

변화의 메커니즘(mechanism)를 분석하고 있다. 

즉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에 의해 기업들의 사업범

와 수직  범 가 변화하는 메커니즘을 실증

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단  기업수 이라는 미

시  에서 벗어나 모든 시장참여자들을 고려

하는 산업수 의 시스템 에서 분석하고 있다. 

2.3.1 역량분포의 개념과 거래비용의 이해

Jacobides와 Winter[25], Jacobides와 Hitt[24]

의 논문들은 역량분포의 도입에 따른 개념정립과 

거래비용의 이해에 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 인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일반 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들은 오랜 기간 동안 경로 의존 인 학습과정

을 통해 조직에서 개발된다. 따라서 생산역량(pro-

ductive capability)은 기업들 간에 는 생산 공

정의 단계에 따라 이질 (heterogeneity)임을 주

장한다[39]. 그리고 기본 인 자원(primary re-

sources)들이 동질 인 환경에서도 서로 다른 조

직들이 로세스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 이것은 생산역량에 있어 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28].3)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역량의 분포

(distribution of productive capability)라는 개념

을 도입하여 산업수 에서 가치사슬에 따른 역량

의 차이 는 이질성 수 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생산역량은 기존 자원론  에서 지속

성과 희소성 심의 경쟁우 (competitive advan-

tage)보다는 잠재 인 복제성과 비교우 (compa-

rative advantage)가 강조된다[24]. 따라서 산업

수 에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의 역량 비교를 

통해 수직 으로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상

인 강 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사슬에 문

화하고 필요한 역량은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 계약

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의 가치사

슬에서 역량의 편차는 기업의 지배구조(수직  사

업 범 ) 선택에 있어 변동을 이끌어 낼 수 있으

므로, 기업들의 이러한 이질 인 생산역량들이 가

치사슬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

는 것이 요하다. 결국 생산역량들이 가치사슬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가 기업들의 사업범

 는 수직  범 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때 거래비용은 시장에서 세 이나 

세와 같은 작용을 하며, 이러한 거래비용의 감

은 시장거래를 원활하게 해주고, 기업의 역량이나 

상 인 강 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다고 분

석한다. 결국 산업에서 역량분포가 기업의 수직

인 사업범 를 결정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거래비용은  보조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

명한다[25].

2.3.2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의 진화  변화

Jacobides와 Winter[25]의 연구는 우선, 단기

인 에서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이 기업들의 수

직 인 사업범 에 향을 주는 변화의 메커니즘

(mechanism)을 분석하고 있으며, 둘째, 장기 인 

에서 역량분포, 거래 비용, 수직  사업범 가 

3) 주요 자원이 균일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조직들은 결

과 으로 다른 효율성을 보이면서, 거의 같은 일을 달

성하는 데 있어 상당히 다른 방법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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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역량분포
(capability distribution)

수직  사업범
(vertical scope)

자료 : Jacobides and Winter[25], p. 399.

[그림 2] 단 기간에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이 기업의 수직  사업범 에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역량분포
(capability distribution)

수직  사업범
(vertical scope)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능력개발 과정
(capability development process)

(ii) 거래비용의 변화를 진
(motivate change of)

(i)경쟁  모방을 통한 선택 
(through selection shape)

(iv) 역량분포를 동 으로 결정
(dynamically determines)

(iii) 능력개발과정에 향
(affects the nature of)

자료 : Jacobides and Winter[25], p. 400.

[그림 3] 장기 인 에서 역량분포, 거래비용, 기업의 수직  사업범 에 한 진화  메커니즘

공동으로 진화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을 설명

하고 있다. 단기간에 있어 기업들의 사업범  

는 수직  범 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25]. 

가치사슬에 따른 역량의 차이 는 이질성이 크

다면[작다면], 즉 가치사슬에 따라 역량분포가 이

질 [동질 ]이라면, 서로 다른 사업 역의 존재에  

따른 시장거래를 통한 잠재 인 이익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거래비용의 감은 기업

의 수직  사업 범 에 상당한 분해(disintegra-

tion)와 문화(specialization)를 가져온다[가져오

지 못한다]. 

결국 분석의 수 이 단 기업에서 산업 인 기

업들의 집합으로 이행될 때, 수직 인 문화는 

부분 으로 가치사슬에 따른 생산역량의 이질성의 

향을 받는다. 특히 기업들의 생산역량이 서로 

다른 경우, 각 기업들은 강 이 강한 역에 

을 맞춤에 따라 거래비용의 감은 상당한 문성

을 진한다. 그러나 부분의 기업들의 생산역량

이 모두 비슷하거나 차이가 없는 경우, 거래 비용

의 감소는 문화와 분화를 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기 인 산업 수 의 분석은 

상 으로 정 인 상을 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장기 인 에서 산업진화의 역사  맥락

을 고려하여, 사업범   수직  범 를 형성하

는 진화의 메커니즘을 [그림 3]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5]. 

우선 (i) 경쟁과 모방을 통한 선택은 역량분포가 

사업범   수직  범 에 미치는 향을 증폭시

키며, (ii) 잠재 인 이익은 거래비용 감에 동기

를 부여한다. 거래비용 자체는 부분 으로 내생

이어서, 생산능력의 분포에 반응하여 경쟁에서 승

리한 회사는 낮은 거래비용으로 투자하고, 로비 

 제도  투자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환경을 형성한다. (iii) 수직  범 의 변화는 능력

개발 과정에 향을 미친다. 능력개발 과정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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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 인) 산업 범 의 변경에 따른 결과에 

의해 변화한다. (iv) 능력개발은 시장참여자 명단

에 향을 미친다. 새로운 지식 기반의 련성이 

나타나 능력 풀(pool)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참

가자의 진입과 기존 참가자의 퇴출이 이루어진다.

2.4 기존 연구의 한계

기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연구들은, 기업

이 거래비용에 의해 수직 으로 통합(vertical inte-

gration)하거나 는 문화(specialization)하는 

논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비용 이론

들은 개별 기업수 에서 분석하는 미시  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비용이 외생 으

로 주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시장참여자들을 고려하는 산업수

의 시스템 이 요구됨에 따라 역량분포(ca-

pability distribu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

들의 자원과 역량을 심으로 거래비용을 보완

으로 연계  통합함으로써 수직  사업범 가 

변화하는 동태 이고 진화론 인 변화의 메커니즘

(mechanism)을 분석하는 연구가 등장하 다. 특

히 기존 거래비용 이론과는 달리 역량분포와 거래

비용의 진화  변화에 한 연구는 거래비용 자체

가 완 히 외생 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거래

비용의 크기는 단기에는 고정 이나 동태 이고 진

화론 인 변화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이 진 으

로 응하고, 이익추구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탐색

함에 따라 장기에는 내생 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의 진화

 변화에 한 연구도, 복잡성과 상호작용의 심

화라는 신 생태계 에서 환경 인 요소가 이

러한 진화 인 변화의 메커니즘에 미치는 향력

에 한 분석이 빠져있다[25].4) 즉 산업수 에서 

4) Jacobides and Winter[25]는 산업에서 능력의 분포를 

결정하는 원인에 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

히고 있음. 이러한 원인으로 지식베이스 는 리스

타일을 제안하고 있으나,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하다고 연구에서 지 하고 있음.

역량분포  거래비용에 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

인 요인에 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

서 신 생태계로의 변화에 한 메커니즘을 종합

으로 설명하기 하여, 환경 인 요소인 제도(표

), 역량분포, 거래비용과 련된 기존의 이론들

을 체계 으로 통합하여 발 시키는 노력이 필요

하다. 

3. 신 생태계 변화의 동인(표 , 
역량분포, 거래비용)에 한 구
조  이해 

3.1 표 에 한 이해

본 연구에서는 신 생태계로의 변화를 가져오

는 동인 에서 환경 인 요소로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범 를 좁히기 

하여, 표 인 제도로서 표 (standard)을 연구

상으로 삼고자 한다. Tassey[34]는 표 을 재발

되는 문제에 한 합의된 방법 는 솔루션으로, 

합리 이고 집단 인 선택에 의해 도출된 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한 기능 인 측면에서 산업표

을 제품, 공정, 형식, 과정 등이 일정한 규칙 아래 

일치해야하는 사양의 집합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리고 이러한 표 으로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해 일치성을 추구하는 것을 표 화

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은 기술 인 지

식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3, 11], 기반 기술

(infrastructure technology)로서 기술 신과 기술

이 에 있어 높은 련성을 보유하고 있다[33, 34]. 

Kline과 Rogenberg[26]의 chain-linked 모델에서 

표 은 기술 지식기반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owan et al.[11]은 지식의 체계화에 있어 표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Swan[32]에 의하면 표

은 체계화된 지식을 확산시키는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태경[3]은 표 제도가 특허제도 

등과 함께 국가 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

tem; NIS)에서 제도  하부구조의 구성요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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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표 은 기술 인 지식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기반 기술로서 기술

신과 기술이 에 있어 높은 련성을 보유하고 

있는 표 인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David와 Greenstein[12]은 표 으로 자리 잡기

까지의 과정에 기 하여, 표 을 공 표 과 사실

상의 표 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 표 (de jure 

standards)은 표 기  는 정부기 에 의해 제

정되는 표 으로 합의 표  는 지정 표 을 포

함한다. 사실상 표 (de facto standards)은 시장 

로세스, 즉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나타난 

표 이다. 이 때 사실상 표 은 사 인 소유 계, 

지원기 , 제창자 등의 유무에 따라 크게 지원표

(sponsored)과 비지원표 (un-sponsored)으로 구

분할 수 있다. Tassey[34]와 Swann[32]은 표

의 호완성/상호운 성, 품질/신뢰성, 표 정보제공, 

다양성 감소 등 4가지 경제  기능으로 구분하고, 

4가지 기능별로 신에 있어서 정 인 효과와 

부정 인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3.2 표 이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의 진화  변화에 

미치는 향

3.2.1 표 이 역량분포에 미치는 향

표 은 하나의 지식으로서 기술의 신 혹은 이

과 연 성을 가진다. 따라서 표 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지식(codified know-

ledge)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19]. 결국 표 은 

체계화된 지식을 하는 역할을 자체 으로 수

행한다. 따라서 일정한 지식 흡수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표 에 근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표 이 확산되면, 표 과 련된 기술지식

이나 정보가 퍼짐에 따라 제품, 공정, 부품 등 모

든 구성요소들이 호환성․일치성, 일정수 의 품

질·신뢰성을 가진다. 이는 기업들 간의 거래에 따

르는 험을 여주고 신뢰를 강화하여, 실질 인 

분업을 가능  해 다. 그리고 이러한 분업은 기

업사이의 시장거래  아웃소싱을 늘려서 역량분

포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구체 으로 복합 제품 혹은 서비스 시스템(CoPs : 

Complex products and system)에서 표 은 상

호보완 인 제품, 하  시스템, 구성 부품들이 기

능 으로 물리 으로 상호운   호환될 수 있도

록 사양을 정해주는 표 화된 인터페이스 역할을 

강조한다[13]. 이러한 인터페이스 표 인 경우 시

스템 내에서의 구성요소 결합과 연결 가능성을 높

임으로써 기술 신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그

리고 인터페이스 표 의 기술  지식과 정보들이 

기업들 사이에서 확산되거나, 인터페이스 표 의 

기술  지식에 한 근  흡수가 가능해지면, 

최종 으로 기업들 사이에 이러한 표 과 련된 

체계화된 지식에 의하여 직무내용을 쉽게 이해  

작성할 수 있어 실질 인 분업을 달성할 수 있다. 

결국 해당 산업에서 생산능력의 분화 는 문화

가 발생하여 기업들의 수직  범 의 변동을 이끌

어 낼 수 있다. 특히 특정 가치사슬 부문에서 탁월

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호환성 표 이 기업의 수직  문화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복합 제품 혹은 서

비스 시스템의 경우 표 은 이들 조직들 사이의 

분업에 있어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아

웃소싱을 가능하게 해 다. 

따라서 표 은 체계 인 지식의 , 교환, 습

득을 통해, 서로 다른 조직들 사이에 신뢰를 증가

시키고 험을 여 주어 실질 인 분업을 가능하

게 해주며, 이는 시장거래  아웃소싱을 늘려서 

산업에서 역량분포의 변화에 정 인 향을 미

친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3.2.2 표 이 거래비용에 미치는 향

표 이 거래비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33]. 첫째, 표 의 호환성․상호운 성 

기능5)은 제품이나 구성요소의 한 이용․운

5) 어떤 제품 는 시스템 내에서 보완 인( 체가능한) 

제품 는 구성요소들이 잘 맞물려 운   작동할 

수 있는 사양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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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에 있어 기 와 확신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면 각 개별 기업들이 련 

제품 는 구성요소들의 호환성․상호운 성을 

증명하거나 입증해야하므로 거래비용이 격하

게 증가한다. 둘째, 표 의 품질․신뢰성 기능6)

이 알맞게 작동할 때, 구매자가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에서 기업들 간 시장거래

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셋째, 표 에 있어 시험․측정의 기

 제공 기능은 사양에 맞는 정 한 제조를 가능

하게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시장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넷째, 표 의 다양성 감소 기능은 거래기업들 사

이에 다루기 힘든 선택의 범 를 여주어, 선택

을 상 으로 쉽게 해 으로써 거래비용을 감소

시킨다. 

즉, 표 은 호환성․상호운 성, 품질․신뢰성, 

시험․측정의 기  제공,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제 인 기능들을 통하여, 기업들 사이의 시장거

래에 있어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3.2.3 표 이 경쟁할 때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에 

미치는 향

사실상 표 이 지배 인 디자인으로서 산업을 

지배 할 때, 시장이 기존 표 에 고착(lock-in)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표 으

로 환하려면 많은 환비용이 발생한다[34]. 특

히 독과  기업 심의 사실상 표 이 시장을 지

배하는 경우 비효율 이고 열등한 표 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3, 32]. 이에 비해 소기업들은 

표 화 과정에서 소극 이고 추종자 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규모 기업들이 

6) 제품은 제품의 기능, 효율성, 안정성 등과 같은 수용 

가능한 수  혹은 최소기 을 규정.

유성(appropriability)의 문제로 표 화를 꺼려하

기 때문이다[3]. 한 사실상의 표 은 100% 공개

되지 않으며, 공 인 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사실상의 표 은 시장을 지배하거나 독 화시

키는 사 재산에 불과할 수 있다[3].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표 이 등장하여 자리

를 잡기 해서는, 특히 새로운 표 으로 공 표

이 사실상 표 과 경쟁하여 지배 인 표 이 되

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략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련 기업들에게 표 기술을 완 히 개방  

공개하여 체계 인 지식을 확산하는 략을 이용

할 수 있다. 한 새로운 공 표 에 한 불확실

성과 험을 이기 해서 표 의 호완성․상호

운 성, 품질․신뢰성, 표 정보제공, 다양성 감소 

등 4가지 경제  기능의 정 인 효과를 상

으로 강화하여 거래비용을 최 한 감소시킴으로

써, 환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새로운 공 표 이 사

실상 표 과 경쟁할 때, 새로운 공 표 이 역량분

포와 거래비용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3.3 소결

표 , 역량분포, 거래비용에 해 이론 인 고찰

을 통해, 신 생태계로의 변화에 한 주요한 메

커니즘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복잡성과 상호작용이 심화되는 신 생

태계로의 변이에는, 환경 인 요소로서 표 이 역

량분포와 거래비용의 진화  변화에 향을 미치

는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특히 새로운 공 표 이 

사실상 표 과 경쟁할 때, 새로운 공 표 이 역량

분포와 거래비용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다.
신 생태계로의 변화에 한 메커니즘을 이러

한 결론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종합 으로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① 환경 인 요소인 표 이 역량분포의 

차이를 강화하며, 외생 인 거래비용의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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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standard)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능력개발 과정
(capability development process) 

역량분포(capability distribution)
수직  사업범
(vertical scope)

② 경쟁  모방을 통한 선택

(through selection shape)

⑤ 역량분포를 동 으로 결정
(dynamically determines)

④ 능력개발 과정에 향
(affects the nature of)

① 표 의 향

③ 거래비용의 변화를 진 

(motivate change of)

① 표 의 향

자료 : Jacobides and Winter[25], p. 400. 내용을 재구성.

[그림 4]  표 , 역량분포, 거래비용 등을 통한 신 생태계로의 변이

향을 미친다(새로운 공 표 이 사실상 표

과 경쟁할 때, 이러한 향력이 가장 크다). ② 

경쟁과 모방을 통한 선택으로, 역량분포의 차이

는 수평 이면서 다양한 계층별로 분화된 가치

사슬로의 변이를 진한다. ③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능력의 분포도 거래비용의 내생 인 감소에 

향을 미친다. ④ 능력개발 과정 자체가 수평

이면서 다양한 계층별로 분화된 가치사슬로의 

변경에 따른 결과에 의해 변화한다. ⑤ 능력개발

은 시장 참여자 명단에 향을 미친다. 복잡한 

연계망을 활용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우월한 가치를 제공하는 능력이 요해짐에 따

라 새로운 참가자의 진입과 기존 참가자의 퇴출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표 , 역량분포, 거래비용에 한 이론

인 고찰을 통한 신 생태계로의 변화에 한 주

요한 메커니즘에 분석에 있어, 표 이 직 인 

향을 미치는 상은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으로 한

정된다. 왜냐하면 수직  사업범 와 능력개발 과

정은 환경요인인 표 에 의해 직 인 향을 받

기보다, 표 에 의한 거래비용과 역량분포의 변동

에 의해 나타나는 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표 의 등장으로 거래비용과 역량분포가 변

화하고, 산업에서 일정수 으로 표 이 용되면 

수직 인 사업범 가 변화하고, 이에 맞추어 기업

들의 능력개발 과정이 변동된다.    

4. 신 생태계 변화의 동인에 표 이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의 진화  
변화에 향 한 사례 분석 

4.1 통신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황

네트워크 장비는 크게 통신사업자용 장비와 기업

용 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네트워크 장비의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는 통신사업자용 교환 장비(라우터/

스 치) 부문  기업용 네트워크 장비(보안장비․

라우터/스 치/무선랜) 시장에 있어 Cisco7)는 2000

년 반부터 인 경쟁우 를 유지하고 있다. 

Gartner에 의하면 2011년의 경우 Cisco는 통신사

업자용 라우터  스 치 시장에서 43.4%로 시장

유율(매출액 기 ) 1 를 유지하고 있다[15].8) 

2011년 기업용 장비시장에서 Cisco의 라우터는 

71.4%[17]9), 인터넷 스 치는 67.7%[16], 무선랜 

은 50.6%[18]10)의 시장 유율(매출액 기 )을 나

타내고 있어 인 우 를 보이고 있다. 

 7) 90년  인터넷의 속한 성장과 더불어 네트워크 

속을 통해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라우터 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기 시작하 으며, 재는 스 치, 랜

을 비롯하여 보안, IP 화, 무선랜, 가입자망 등 다양

한 통신 네트워크 장비 산업에 진출해 있음. 

 8) Alcatel-Lucent(15.9%), Juniper(14.1%), Huawei(13.5%).

 9) Huawei(8.8%), HP(7.7%), Juniper Networks(4.6%).

10) HP Networking(12.2%), Juniper Network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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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네트워크 장비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주요 제

조업체마다 폐쇄 이고, 독자 인 랫폼이 수직

으로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앙처리장치(data plane CPU)11)는 각 업체마다 

서로 다른 ASIC12)을 주문하여 사용하며, 한 각 

업체별로 개발하여 소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운 체

제(NOS : Network Operating System)13)를 이용

한다. 한 네트워크 장비에 이용자가 편리하게 통

제․ 리할 수 있는 로그래 이 지원되거나 제공

되지 않는다. 따라서 네트워크 장비의 구매자는 라

우터, 스 치 등의 공 업체를 다르게 구매할 경우 

제어  리기능이 서로 다른 이유로 통일된 네트

워크 정책을 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1].

특히 네트워크 장비산업에서 선도 , 독  지

를 보유하고 있는 Cisco의 네트워크 OS14)가 

부분의 수요기업, 통신사업자 그리고 니치 마켓을 

상으로 하는 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에게 사

실 인 표 (de facto standards)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재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기존의 사

실상 표 에 고착(lock-in)되어 있어, 새로운 표

으로 환하려면 많은 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재 통신 네트워크 장비 산업을 종합하여 분석

해 보면, PC의 기 사업구조처럼 주요한 기업들

이 가치사슬을 지배 인 에서 근하여 수직

으로 배치된(vertical alignment) 독자 인(pro-

prietary) 블록을 구성하여 경쟁하고 있는 구조이

며, Cisco의 사실상 표 이 시장을 지배하거나 독

화시키는 사 재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11) Network Processor : 네트워크 장비에서, PC의 CPU와 

같은 역할을 수행.

12)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s : 사용자가 

특정용도의 반도체를 주문하면 반도체 제조업체가 

사용자 요구에 맞춰 설계제작해 주는 반도체로 “주

문형 반도체”라고 함. 수요업체가 주문하는 특정 회

로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범용 반도체 업

체가 생산하는 표 화된 반도체와 상 인 개념.

13) 네트워크 장치와 네트워크 메시지(패킷)를 제어하고, 

리자가 네트워크 리소스에 근할 수 있게 해 주

며, 보안을 포함한 특정한 리기능을 제공.

14) 시스코 IOS(Cisco Internetwork Operating System : 

시스코가 개발한 네트워크 장비의 인터넷 기능에 

을 맞춘 네트워크 운 체제.

3.2 새로운 공 표 (De jure Standards)인 

SDN과 통신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구조변화

3.2.1 SDN(Software Definition Network)의 

이해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은 기존 

네트워크의 수직 이고 통합 인 구조  한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기 한  기

술  표 으로 등장하고 있다[29]. SDN은 통신 서

비스 사업자나 기업들에게 환경변화에 응하기 

한 네트워크 구성의 유연성  효과 인 리 기능

을 제공하면서, 하드웨어 심의 네트워크를 소

트웨어 기반으로 환시켜 기존 패러다임을 변화시

키는 실질 인 표 으로 두되고 있다[1, 29]. 

기술 으로 소 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oftware 

Defined Networking : SDN)은 네트워크 제어기

능을 패킷 포워딩15) 기능과 분리하여 로그래

을 직  지원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이다

[29]. 과거에는 개별 네트워크 장비에서 제어기능

( 역)이 하드웨어에서 분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SDN에서는 제어 역이 근 가능한 컴퓨  장치

( 를 들어 PC)로 분리․이주됨에 따라, 애 리

이션  네트워크 서비스형태로 네트워크 장비를 

리․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1]. 

다음 [그림 5]와 같이 SDN 아키텍처의 논리

인 구조는 크게 제어계층(control layer), 애 리 이

션 계층(application layer), 달계층(forwarding 

layer)으로 구성된다[29]. SDN에서는 네트워크의 

핵심 인 기능이 네트워크를 체 으로 제어하

는 소 트웨어 기반의 제어계층(control layer)에 

집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업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에 한 통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즉 

다양한 네트워크 통신 표 을 이해하고 처리할 필

요가 없고, 단순히 표 인 SDN 컨트롤 소 트

웨어를 제어함으로써 네트워크 장비를 쉽게 운

할 수 있다. 

15) 패킷(packet, 네트워크 송 데이터의 최소 단 )을 

다른 네트워크 보내주는(forward)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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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NF[29], p. 7.

[그림 5] Software Defined Networking(SDN)의 아키텍처

그리고 SDN은 제어계층과 애 리 이션 계층

(application layer) 사이에 있는 개방형 API16)를 

제공함으로써, 수요기업들이 비즈니스 애 리 이

션들의 수행을 한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네트워크 서비스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 할 수 있도록 Open 

API17)의 집합을 제공한다. OpenFlow는 SDN 아

키텍처의 제어계층(control layer)과 달계층(for-

warding layer) 사이에 정의된 최 의 표  통신 

인터페이스이다[29]. 

SDN의 핵심 컴포 트인 OpenFlow는 표  통

신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일종의 라우  로토

콜18)로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OpenFlow는 컨

트롤러 계층과 OpenFlow 지원 네트워크 장비 사

이에서 커뮤니 이션 역할을 담당한다[1]. 

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을 네트워킹 장비(하드웨

어)에서 분리하여 컨트롤 계층으로 이동시키는 데 

OpenFlow와 같은 로토콜이 필요하다.

16)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 로그램 

로그래  인터페이스) : 응용 로그램(애 리

이션)이 운 체제․ 로그래 언어가 제공하는 기

능을 사용 는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

17) API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 근  이용 

편의성에 따라 폐쇄형, 공개형, Open-source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18) 패킷이 각 목 지에 최상의 경로로 도달하기 하여 

라우터 사이에서 커뮤니 이션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을 정의하는 규약.

재 SDN과 련된 표 화는 ITU-T(ITU’s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ONF(Open 

Networking Foundation) 등 국제 표 화 기구 

 산업체 컨소시엄 등을 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SDN은 표 기  의해 제정되는 공 표

(de jure standards)으로 분석할 수 있다.

3.2.2 SDN 개발  산업 내 용 황

재 SDN은 ITU-T,19) IETF,20) ONF21) 등 국

제 표 화 기구  산업체 컨소시엄이 미래 인터넷

(Future internet)과 미래 네트워크(future network)

를 한 개방형 로그램 네트워킹(open program-

mable networking)22) 을 심으로 SDN에 

19) ITU-T에서는 TSAG(telecommunication standardi-
zation advisory group) 에서 SG(study group)13에

서 SDN을 논의.

20) IETF에는 특정 기술 분야의 연구반으로서 표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WG(working group)가 존재한다. 

하지만 SDN 련 논의는 이러한 워킹 그룹이 구성

되기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소규모 커뮤니티인 
BoF(Birds of Feather)에서 그 논의가 추진.

21) ITU-T, IETF 등 국제 공식  사실 표 화 기구 
외에 SDN과 OpenFlow 표  제정과 도입 진을 

목표로 결성된 표 화 련 산업체로는 컨소시엄 성

격의 ONF가 존재. ONF는 기존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
체가 아니라, Deutsche Telekom, Facebook, Google, 

MS, Verizon, Yahoo 등의 수요자 심으로 이사회 

멤버(Board Members)가 구성되었다는 측면에서 
SDN의 확산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음. 여기에 HP, 

IBM, Dell, Cisco, Juniper, Brocade, Extreme Net-

works, Netgear, Riverbed Technology, A10 Net-
works, VMware, ZTE Corporation, Huawei 등 다양

한 ICT 분야의 로벌 기업은 물론, 신규 SW 업체 

 한국의 SKT, KT, 삼성,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참여하는 등 70여 개의 회원사들이 활동.

22) ‘programmable’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거나,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방식을 근본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이러한 기술은 개방형 구조, 운 ․유지․ 리의 

임워크(오  API, 컴포 트 간의 표  로토콜, 
로그래  가능한 랫폼  개발 도구 지원) 등을 

지원. 그리고 ‘open’은 장비 공 업체 이외의 개인 

는 단체에 의한 로그래 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 
즉, 산업계의 표 인 로그래  인터페이스를 통

하여 다양한 개발자들이 어떤 장비에서도 쉽게 원하

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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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소 트웨어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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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리 이션 
계층
(application layer)

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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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계층
(control layer)

⇒

컴퓨터 하드웨어
(computer 
hardware)

달계층
(forwarding 
layer)

PC 과거 PC 재 SDN 도입 SDN도입 후

[그림 6]  PC산업  네트워크 장비산업에서 수평  계층구조로의 변화

한 표 화를 추진하고 있다[1, 29].

Google은 SDN 기반의 OpenFolw 기술을 도입해 

Google 내부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했다[1]. Google

은 2010년에 SDN의 OpenFolw 기술을 Google의 

로벌 데이터 센터를 연결시켜 주는 G-스 일 

네트워크(G-ScaleNetwork)를 한 기반으로 사

용했다. 그러나 당시 Google은 필요한 장비를 구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체 으로 장비를 개발했다. 

그리고 2012년 에 들어 모든 내부 네트워크를 

SDN의 OpenFolw로 구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최근 통신사업자인 Verizon은 SDN 시범사업

을 Intel, HP, Adara 등의 트 와 함께 추진하

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은 SDN 솔루션을 제공하

기 한 기회를 확보하기 해, 련 기술지식의 

습득  표 화에 참여하여 역량과 능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IDC에 따르면[22], SDN의 Open-

Flow와 련해서 네트워크 공 업체를 스타트업

(start-up)업체와 ICT 업체, 네트워크 업체로 구

분하고 있다. OpenFlow 시장의 스타트업 업체의 

경우 Nicira, Big Switch Networks, Vello Sys-

tems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소 트웨

어를 주축으로 컨트롤러와 응용 소 트웨어를 개

발하는 업체들이다. IBM, HP, NEC, Dell 등의 

ICT 업체들은 기존 데이터 센터, 서버,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SDN의 OpenFlow를 지원하는 상용 

장비를 출시하고, 시범 용하는 등 가장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에 반해 Cisco와 Juniper 

Networks, Brocade 등의 기존 네트워크 장비업

체의 경우 SDN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동조하고는 

있지만, 기존 장비에서 유사개념을 확장․지원하

고 안을 제시하는 수 에 그치고 있다.

3.2.3 SDN과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역량분포

SDN의 확산과 표 화는 [그림 6]과 같이 네트워

크 산업에서 제조업체 심의 수직 인 통합구조를 

PC 는 x86 서버처럼 복수 계층의 수평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SDN 기술은 네트워크 장비에서 

제어  리 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러 계층을 하

드웨어에서 분리하여 컴퓨  장치로 이주시킨다. 

특히 SDN의 아키텍처에서는 컨트롤러 계층과 애

리 이션 계층 사이에 있는 개방형 API를 제공

함으로써, 네트워크 공 업체 고유의 특징인 네트

워크 장비 분야에서 폐쇄 인 소 트웨어 환경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로그램을 스스로 작성하거나, 

다양한 SW개발자로부터 네트워크 련 애 리

이션을 시장거래로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Open-

Flow는 컨트롤러 계층과 OpenFlow 지원 네트워

크 장비(스 치/라우터) 사이에서 커뮤니 이션 역

할을 담당하여 상호 운 성을 보장한다.

네트워크 장비라는 특정한 시스템(particular sys-

tem) 내에서 기존에 통합된 구성요소(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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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SDN이라는 표 의 도입으로 제어계층, 애

리 이션 계층, 달계층 등으로 분리된 계층별(se-

parate layers)로 분포하게 된다는 것이다[1, 29]. 

이는 기존의 PC산업의 변화  재 ICT 생태

계를 설명하는 ELM(ecosystem layer model)으

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 인 변화는  수

직 으로 통합하던 과거와는 달리, 각 계층별로 

분화되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장 잘할 수 있는 

계층에 문화하는 방향으로 발 을 이끌고 있다. 

특히 각 계층(layer)별로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력 는 경쟁하는 생태계로 발 하고 있다.  

3.2.4 SDN과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거래비용

네트워크 산업의 수요 측면에서 인터넷 사업자, 

통신사업자, 기업 등이 OpenFlow 기반 SDN 지

원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이 들이 존재한다[1, 29]. 

첫째, 다수의 장비공 자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앙집 화된 제어가 가능하다. SDN 컨트롤 소

트웨어는 스 치, 라우터, 가상 스 치 등 모든 벤

더의 OpenFlow 지원 네트워크 장비를 제어할 수 

있다. ICT 부서는 각 벤더별 장비들을 개별 으로 

리하는 것이 아니라, SDN 기반의 조정(orche-

stration)  리도구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체 

네트워크에 걸쳐 장비들을 배치, 설정(configure), 

업데이트할 수 있다. 

둘째, 자동화를 통한 복잡성이 감소한다. Open-

Flow 기반 SDN은 유연성 있는 네트워크 자동화

와 리 임워크(framework)를 제공해서 아직

까지 수동으로 작업하는 많은 일들을 자동화할 수 

있게 해 다.

셋째, 기업의 신을 진시킨다. SDN의 채택

은 ICT 네트워크 운 자들이 특정 비즈니스 수요 

는 특정 사용자 요구에 맞춰 실시간으로 네트워

크를 정확하게 로그램하고, 재사용할 수 있으므

로 비즈니스 신을 가속화한다. 

넷째, 네트워크 신뢰성과 보안성의 증가이다. 

SDN는 ICT 부서가 OpenFlow를 통해 인 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높은 수 의 설정과 략을 수

립할 수 있게 해 다. SDN 컨트롤 소 트웨어들

이 네트워크에 가시성을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제

어할 수 있기 때문에 속 제어, 트래픽 엔지니어

링, 서비스 품질, 보안, 략 시행이 가능해지며, 

지 들, 캠퍼스,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한 유․무선 

네트워크 인 라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이 일 성 

있게 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 들은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첫째, 다

양한 네트워크 장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표

인 SDN 컨트롤러(제어계층의 운  소 트웨어)를 

통해 통합된 제어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SDN의 컨트롤 소 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이질 인 공 자의 SDN 지원 네트워크 

장비를 제어할 수 있다. 과거처럼 수요기업들은 각 

공 자별 장비들을 개별 으로 리하는 것이 아

니라, SDN 컨트롤러라는 표 화된 조정  리 

도구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체 네트워크에 걸쳐 

장비들을 배치, 설정,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는 시

장에서 네트워크 장비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다. 

둘째, SDN을 통한 네트워크 신뢰성과 유연성의 

증가는 수요기업의 사양을 충족시켜 시장거래를 활

성화시킨다.  SDN는 수요기업들의 기존 네트워크 

인 라의 기능  효율성을 강화하여 높은 수 의 

설정과 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해 다. 즉  SDN 표

은 서비스  애 리 이션의 추가․이동 는 

기업의 정책 변화에 맞춰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장

비를 정확하게 로그램하고, 일 성 있는 용을 

가능하게 해 다. 이는 구매자의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에서, 네트워크  장비의 시장

거래가 쉬워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3.2.5 SDN의 표 경쟁과 역량분포․거래비용

재 네트워크 장비 산업에서는 Cisco의 네트워

크 장비의 구성요소들이 사실상 표 으로, 고착

(lock-in)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 은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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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표 과 
경쟁하는 
공 표 인 
SDN의 출

기술  장 에 의한 외생  거래비용 감소
응․탐색을 통한 내생  거래비용 감소

복수의 계층으로 분리된 수평  가치사슬 
구조에 맞도록 능력개발 과정이 변화 

수직 으로 통합된 역량이 
수평 으로 분리된 계층별로 분포

 복수의 계층별로 분리된 수평 인 
가치사슬 구조가 형성

표 의

향

표 의 향

거래비용의 변화를 진

경쟁과 모방을 통한 선택

참가자의 진입과 퇴출이 발생 능력개발과정에 한 향 

[그림 7] 통신 네크워크 장비 산업에서 SDN의 출 에 따른 구조변화의 메커니즘

지배하거나 독 화시키는 Cisco의 사 재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공  표 인 SDN은 기

존의 사실상 표 과 경쟁하여 지배 인 표 이 되

기 해서 다음과 같은 략을 사용하고 있다[1, 

29]. 즉,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는 공  기업들에

게 표 기술을 완 히 개방  공개하여 체계 인 

지식을 확산하고 있다.

이를 해 SDN은 첫째, 비 리 법인, 국제 공

식 표 화 기구 등에 의해 추진되는 공 표 의 

형태를 취하면서, 개방형 구조로 표 화를 추진하

고 있다. 둘째, 운 ․유지․ 리의 임워크(오

 API, 컴포 트 간의 표  로토콜, 로그래

 가능한 랫폼  개발 도구 지원)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계의 다양한 네

트워크 련 장비 는 SW 개발자들이 쉽게 원

하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략은 기존

의 수직 으로 통합된 가치사슬 구조에서 수평

이고 계층별로 분화된 가치사슬 구조 형태로의 변

이를 더욱 강화시킨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공 표 으로서 SDN

이 보유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험을 이기 해, 

네트워크 장비의 수요 기업들에게 SDN을 지원하

는 네트워크 장비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해 SDN은 첫째, 독 이고 폐쇄 인인 

구조로 운 되어온 기존 네트워크 산업에, 특정 네

트워크 공 업체에 한 의존도와 종속성을 탈피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 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매자의 독립 이고 자율 인 네

트워크 장비의 운 이 보장되며, 다양한 공 자로

로부터 네트워크 장비의 구입이 가능해진다. 둘째 

사용자가 요구하는 형태에 맞추어 기존 네트워크 

인 라를 유연하게 재구성하거나 특화시킬 수 있

는 서비스 창출  차별화 기능을 제공한다. 셋째, 

기존 네트워크를 효율 으로 통제  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기존의 복잡한 네트워크 

리를 SDN 컨트롤러에서 로그래  방식을 활용

하여 앙 집 화된 지능으로 실시간으로 해결함

으로써 운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이 공   수요 기업들을 상으로 SDN 

기술표 의 도입  확산에 따른 정 인 효과를 

지속 으로 최 한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좀 더 다양한 공   수요기업들이 

SDN 기술표 에 보다 쉽게 근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제공하며, SDN 기술표  정보와 기술표  

이용에 따른 인센티 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SDN 표 기술을 통해 공  측면과 수요 측면을 동

시에 고려하여, 수요와 공 을 연계하는 동시에 다

양한 보완재들의 제공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를 강

화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SDN 기술표 을 통해 

기업 간의 업  조정, 표 분할 험의 방지 등

으로 기존의 거래비용을 최 한 감소시킨다. 이러

한 네트워크 효과의 강화와 거래비용의 감소는 기

존의 사실상 표 에서 새로운 공 표 으로의 환

에 따라 발생되는 환비용과 상쇄될 수 있다. 

이상의 사례분석 내용을 본 연구의 이론  틀에 

입해 보면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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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시사

본 연구에서는 수직 으로 통합된 가치사슬 구

조에서 수평 으로 분리된 계층별 가치사슬로 구

성되는 신 생태계로의 변이에 한 메커니즘을 

종합 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구조와 최신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 생태계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인으로서 제도(표 ), 역량분포, 거래비용 등과 

련된 기존 이론들을 분석하여 종합 인 이론  

틀을 제시하 다. 최종 으로 복잡성과 상호작

용이 심화되는 신 생태계로의 변이는, 환경

인 요소로서 표 이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의 진화

 변화에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으로 설명된

다. 특히 새로운 공 표 이 사실상 표 과 경쟁

할 때, 새로운 공 표 이 역량분포와 거래비용

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다.라는 결론을 얻어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론  고찰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산업의 최근 SDN 사례를 

분석하 다. 기존 네트워크 산업에서 공 표 으

로서 등장한 SDN은 가치사슬에 따른 역량분포

의 차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  도입에 

따르는 기술  이 들을 통해 네트워크 시장에서 

외생 인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를 통해 수직 인 통합구조의 네트

워크 장비 산업을 PC  x86 서버처럼 복수 계

층의 수평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SDN은 기존의 사실상 표 과 경쟁하여 

지배 인 표 이 되기 해 공 표 으로서 완

한 공개·개방 략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표

을 한 다양한 지원정책 제공, 불확실성  리스

크 감소를 한 기능 제공 등으로 기존의 사실상 

표 에 비해 상 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러한 노력으로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에 미치는 

향력을 좀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해서는 다

음과 같은 가정 는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공

표 이 등장할 수 있는 산업  역량  환경과 

더불어 표 기술의 개발  확산시킬 수 있는 역

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해 계자들 존재해야 한

다는 이다. SDN의 사례처럼 한 기업이 독

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 표 에 응하여, 

네트워크 산업의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개방형 

공 표 을 구축하여 견제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세 의 네트워크 표 기술에 한 통제력을 하

나의 기업이 지속  가져가는 것을 막고자하는 

경우, 공 인 표 기 과 이해 계자들이 표

경쟁에 참여하여 개방형 표 기술을 더욱 많이 

공개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활성화하는 동시

에 다양한 보완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기술의 진화  발  속도가 빠

른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공 표 이 출 하는

데, 타 산업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수 의 제

약이 존재한다. 기존 기술들과 경쟁하는 단속

인 기술(discontinuous technology)들이 지속 으

로 출 하여 기존 기술의 진부화가 많이 이루어

지는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와는 달리 진부화가 

빠르지 않은 안정 인 산업에서는 체  성격의 

공 표 의 출 하는데 실 으로 상당한 제약

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신 생태계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인들에 하여 이론 으로 분석하고, 이들 동

인들 사이의 진화  메커니즘에 한 구체 인 

사례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입안자  기업가

들에게 신 생태계로의 변화에 한 이해의 틀

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 인 시

사  뿐 아니라, 기존 지배 인 기업과 경쟁하고

자 하는 기업들이 신 생태계로 변화에서 어떠

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에 하여 시사 을 제

공한다. 

본 연구의 이론  토 와 사례분석은 정책입안

자에게 정책수립을 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한다. 우선 신 생태계로의 변화에 있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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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 같은 제도의 확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다. 기본 으로 수요자와 보완재 

공 자들이 좀 더 빠르게 공 인 표 기술을 이

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새로운 표 기술의 

독립 인 가치가 기존 표 기술의 독립  가치를 

뛰어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고객기

반과 보완재의 가용성을 포함하는 체가치를 기

존 표 기술보다 많이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개방형 기술표 을 통해 좀 더 빠르게 표 을 확

산시킬 수 있으며, 표 기술이 제공하는 기술차

제의 효용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보다 매력 인 

보여 고객기반을 확장하는 동시에 보완재의 가용

성을 강화함으로써 표 기술의 총 가치를 최 한 

높인다[30]. 특히 공 측면에서 공 표 의 확산

을 통해 역량의 분포를 강화하고 거래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구체 인 지원정책들이 요구된다. 

를 들어 다양한 공  기업들이 기술 인 표

지식을 공유  흡수할 수 있도록 물리 , 가상

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기

에 수요처를 제공해 주거나 최소 품질기  등을 

제도 으로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2]. 

특히 독과  기업 심의 사실상 표 이 시장

에서 구축되어 비효율 이고 열등한 표 이 고착

화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공 표 의 기술  표

 련 지식을 정부에서 체계 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할 수 있도록 진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 에 하나이다[2]. 한 소기

업들은 새로운 표 화 경쟁 과정에서 소극 이고 

추종자 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책 으로는 신 생태계에 새롭

게 참여하는 다양한 공  기업들이 체계 인 지

식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요 기업에 

해 쉽게 근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2]. 

이외에도 이러한 신 생태계에 참여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략 인 시사 을 

제공한다. 우선, 새로운 공 인 기술표 이 독립

인 기술  가치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기존 표

기술의 기술  효용, 고객기반, 보완재의 가용

성 등을 포함하는 총제 인 기술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새로운 표 기술이 경쟁하기 해

서는, 기존 기술의 독립 인 가치와 고객기반, 그

리고 보완재를 합한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효

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0]. 이를 해서는 

첫째, 새로운 기술표 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들이 모여서 표  진행사항, 업 황, 력계약 

등을 지속 으로 발표  이행함으로써 미래 고

객 기반과 보완재의 가용성에 한 소비자의 기

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표  등 제도 인 변화에 따른 역량분포

의 차이에 기 하여, 기존 핵심역량에 상호보완

인 계에 있거나 빠른 역량 구축이 가능한 역

에 집 하여 고유의 역량을 개발하는 략이 필요

하다[2]. 셋째, 신 생태계에서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 이 되는 제품(서비스)(reference 

site)을 구축하기 해 다양한 참여자 간에 다양한 

수 으로 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양한 공 ․

수요 기업들이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험공

간을 기업 간 력과 정부정책을 통하여 구축하거

나 제공받되, 동기․능력 측면  가치사슬구조에

서 있어 사업 역이 이질 이면서 배타 인 시장

참여자 심으로 다양한 력구조를 구성하는 

략이 요구된다[2].      

본 연구의 이론  고찰  사례분석에서 있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의 진화  변화에 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표 인 제도인 표 을 연계

하여 신 생태계로의 변화에 한 이론  근거

를 종합 이면서도 통합 으로 제시하 다, 둘째, 

네트워크 장비 산업에 있어 SDN이라는 최신 사

례분석을 통해 이론  고찰에서 도출한 신 생

태계로의 변화에 한 메커니즘을 구체 으로 보

여주었다. 최종 으로는 이러한 이론  토 와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입안자  기업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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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신 생태계로의 변화에 한 정책 , 략  

시사 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범 가  신 생태계로의 변화

에 있어, 표 이 역량분포와 거래비용에 미치는 

향을 심으로 진행되어, 제도 인 측면에서 

표  외에 환경 인 요인으로서 다양한 제도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환경

요인으로서 다양한 제도를 분석하여 본 주제와 

연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사례분석의 범 가 최근 네트

워크 장비 산업의 SDN 사례로 제한되었으며, 

한 SDN은 아직 까지 기존의 사실상 표 과 경

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표 에 한 사례분석들이 보완된다

면 보다 유용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단

된다.

셋째, 본 연구의 범 에 있어 로벌 공 표

의 출  가능성과 국지  입장에서 로벌 공

표 의 입안 혹은 수용에 한 정책 인 안  

시사 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로벌 공 표 과 련된 국지  략에 

한 연구와 본 연구주제를 연계하는 연구가 요

구된다.

참 고 문 헌

 [1] 김민식, 임순옥 “차세  네트워크 제어․ 리 

기술인 SDN 등장과 망(I)(II)”, ｢방송통신정

책｣, 제24권, 14호(2012), pp.1-22.

 [2] 김민식, “SDN 기술동향과 정책  략  시사

”, ｢방송통신정책｣, 제25권, 제3호(2013), pp. 

93-102.

 [3] 성태경, ｢표 의 경제학｣, 한국학술정보, 2012.

 [4] Adner, R., The Wide Lens : A New Strategy 

for Innovation, Gildan Media Corporation, 2012.

 [5] Argyres, N. S., “Evidence on the role of ca-

pabilities in vertical integration decis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7, No.2 

(1996), pp.129-150.

 [6] Baldwin, C. Y. and C. J. Woodard, The archi-

tecture of platforms : a unified view, in An-

nabelle Gawer (eds), Platforms, Markets and 

Innovation, Edward Elgar, (2009), pp.19-44.

 [7] Bear, C. L., W. A. Montgomery, D. B., Nolte,  

S. K. Rajchel, and M. C. Silva, “Open, Program-

mable Networks”, Bell Labs Technical Jour-

nal, Vol.5, No.3(2000), pp.30-42.

 [8] Coase, R. H.,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produ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2, No.4(1992), pp.713-719.

 [9] Coase, R. H., The Nature of the Firm in Oiliver 

E. Williamson and Sidney G. Winter (eds), 

The Nature of the Firm : Origins, Evolution 

and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18-33.

[10] Cohen, W. M. and D. A. Levinthal, “Absorptive 

capacity : a new perspective on innovation and 

learning”,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5, No.1(1990), pp.128-152.

[11] Cowan, R., P. A. David, and D. Foray, “The 

Explicit Economics of Knowledge Codifica-

tion and Tacitnes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9, No.2(2000), pp.211-253.

[12] David, P. A. and S. M. Greenstein, “The 

Economics of Compatibility Standards: An 

Introduction to Recent Research”,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Vol.1, 

No.1～2(1990), pp.3-42.

[13] David, P. A. and W. E. Steinmueller, “Econo-

mics of compatibility standards and compe-

tition in telecommunications networks”, Infor-

mation Economics and Policy, Vol.6(1994), 

pp.217-241.



신 생태계 변화의 동인에 한 이론과 사례 연구    19

[14] Fransman, M., The New ICT Eco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15] Gartner, Market Share : Carrier Network 

Infrastructure, Worldwide, 2012.

[16] Gartner, Market Share : Enterprise Ethernet 

Switches, Worldwide, 2012.

[17] Gartner, Market Share : Enterprise Network 

Security Equipment and Routers, Worldwide, 

2012.

[18] Gartner, Market Share : Enterprise WLAN 

Equipment, Worldwide, 4Q12 and 2012.

[19] Grimaldi, R. and S. Torrisi, “Codified-Tacit 

and General-Specific Knowledge in the Divi-

sion of Labour among Firms : A Study of the 

Software Industry”, Research Policy, Vol.30, 

No.9(2001), pp.1425-1442.

[20] Grove, A. S., Only the Paranoid Survive, 

Doubleday, 1996.

[21] Iansiti, M. and R. Levien, The Keystone Ad-

vantage : What the New Dynamics of Busi-

ness Ecosystems Mean for Strategy, Inno-

vation, and Sustainabilit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4. 

[22] IDC, Technology Assessment : The Impact of 

OpenFlow on Datacenter Network Archi-

tectures, 2012.

[23] Jacobides, M. G., T. Knudsen, and M. Augier, 

“Benefiting from innovation : Value creation, 

value appropriation and the role of industry 

architectures”, Research Policy, Vol.35(2006), 

pp.1200-1221.

[24] Jacobides, M. G. and L. M. Hitt, “Losing Sight 

of the Forest for the Trees? Productive Ca-

pabilities and Gains from Trade as Drivers of 

Vertical Scope”, Strategic Management Jour-

nal, Vol.26, No.13(2005), pp.1209-1227.

[25] Jacobides, M. G. and S. G. Winter, “The co- 

evolution of capabilities and transaction costs : 

explaining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pro-

duc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6, No.5(2005), pp.395-413.

[26] Kline, S. J. and N. Rosenberg, An overview 

of innovation. in R. Landau and N. Rosenberg 

(eds.), The Positive Sum Strategy : Harne-

ssing Technology for Economic Growth, Na-

tional Academy Press, (1986), pp.275-305.

[27] Madhok, A., “Reassessing the fundamentals 

and beyond : Ronald Coase, the transaction 

cost and resource-based theories of the firm 

and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produc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3, No.6 

(2002), pp.535-550.

[28] Noda, T. and D. J. Collis, “The evolution of 

intra-industry firm  heterogeneity : insights 

from a process study”, Academy of Mana-

gement Journal, Vol.44. No.4(2001), pp.897- 

925.

[29] ONF(Open Networking Foundation), Software- 

Defined Networking : The New Norm for 

Networks, White Paper, 2012.

[30] Schilling. M. A.,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McGraw Hill, 2012.

[31] Steinmueller, W. E., The Role of Technical 

Standards in Coordinating the Division of 

Labour, in A. Prencipe, A. Davies and M. 

Hobday (eds.), The Business of System Inte-

grat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2] Swann, G. M. P., The Economics of Standar-

dization, Final Report for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Directorate, Depart-

ment of Trade and Industry, UK, 2000.

[33] Swann, G. M. P., The Economics of Standar-

dization : An Update, Department of Busi-



20 김민식․김언수

ness, Innovation and Skills(BIS), UK, 2010.

[34] Tassey, G., “Standardization in Technology- 

based Markets”, Research Policy, Vol.29, 

No.4～5(2000), pp.587-602.

[35] Teece, D. J., “Profiting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 implications for integration, colla-

boration, licensing, and public policy”, Re-

search Policy, Vol.15, No.6(1986), pp.285- 

305.

[36] Teece, D. J., “Capturing Value from Know-

ledge Assets : The New Economy, Markets 

for Know-How, and Intangible Assets”, Cali-

fornia Management Review, Vol.40, No.3(1998), 

pp.55-79.

[37] Teece, D. J. and G. Pisano, “The dynamic 

capabilities of firms : An introduction”, In-

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3, No.3 

(1994), pp.537-556.

[38] Williamson, O. E.,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The Free Press, 1985.

[39] Winter, S. G., “On Coase, competence, and the 

corporation”,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4, No.1(1988), pp.163-180.

[40] Winter, S. G., “Understanding Dynamic Cap-

abilit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4(2003), pp.991-995.



신 생태계 변화의 동인에 한 이론과 사례 연구    21

 저 자 소 개 

김 민 식 (kimmin@kisdi.re.kr)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KAIST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과학기술학 박사과정을 수료
하였다. 관심분야는 ICT 산업에서 혁신체제, 지식경영, 기술전략, 표준 등이다.

김 언 수 (eskim@korea.ac.kr)

일리노이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및 박사(전략경영 전공)를 취득한 후, 미국 
이스턴 일리노이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경영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업전략, 전략적 변화 및 전략 
실행, 경쟁우위 영역에서 연구를 주로 하며 군사전략과 경영전략의 접목 및 
응용분야에도 관심이 많다.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한국경영학회 이사 등 
학회 활동과 함께 행정고등고시 선정위원 및 시험위원을 역임하였다. 교과
서인 ”TOP을 위한 전략경영 4.0,” 국문과 영문 기업사례집인 “TOP을 위한 
전략경영 : 사례편,” 실무자를 위한 워크샵 매뉴얼 “TOP을 위한 전략경영 : 
Workshop편,” 전략실행을 다룬 “움직이는 전략,” 손자병법을 경영과 연결
시킨 “전략” 등 10편의 저서와 역서가 있고, 33편의 연구논문과 68편의 학
회논문, 34편의 사례를 발표했다.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