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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irst introduces platform services and their business models. On the basis of the concepts of business 

ecosystem, we present a framework for distinguishing types of the platform service business models. Two key 

characteristics of business ecosystems ecosystem configuration and value production process are employed as 

fundamental dimensions for constructing typology. In particular, we also present the notion of value ecosystem, where 

not a single platform provider but a federation of platforms constitutes a virtual platform and completes a service 

system. The value ecosystem represents two distinct types of platform service business models : meta-platform 

ecosystem and platform coalition ecosystem. They show different governance structure in the platform federation and 

service flows across the ecosystem. We present detailed analyses of these two value ecosystems focusing on relevant 

cases of e-payment FinTech : Apple Pay as an example of meta-platform and Kakao Pay for platform coalition. Our 

conceptual typology contributes to platforms’ proper strategy formulation and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to, for 

example, platform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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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와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표되는 모바

일-소셜 서비스(mobile-social service)의 성장은 

랫폼(platform)에 한 인식을 획기 으로 환

시켰다. Apple, Google, Amazon, Facebook과 같은 

로벌 랫폼 자이언트들은 기술력과 신  사고

를 통해, 단말(iPhone, Kindle 등), 콘텐츠(SNS/메

신 , 게임, YouTube/동 상 등), 유통(Google Play, 

iTunes) 등을 포함한 ICT(Information Commu-

nication Technology) 가치사슬은 물론, 융과 유

통과 같은 통산업으로도 그 향력을 확 해 나

가고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랫폼 비즈니스는 네

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과 감 효과

(lock-in)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로 인하여 공 자

와 사용자 모두가 특정 사업자에게 고착화되고 선

발 사업자에 유리한 경쟁구도가 형성된다.

랫폼 비즈니스의  다른 특징은 비즈니스 생

태계(business ecosystem)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생태계는 B2B2C(Business to Business to Cus-

tomer)를 골격으로 하는 랫폼 비즈니스가 공 자

와 사용자를 비롯한 련 이해당사자(stakeholder)

까지 포 하는 새로운 조직구조를 말한다. 랫폼

사업자는 사용자와 력사/ 트  등의 사이에서 

이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생태계라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조직구조가 통 인 산업

(industry)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며, 수직  혹은 수

평  통합(vertical and/or horizontal integration)

만으로도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 까지 이러한 생태계를 이론 으로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임워크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 혹은 다면 랫폼(multi-sided platform) 

모형이었다(이에 한 자세한 소개는 Kim, 2009, 

2010, 2011a, 2012b 등을 참조). 그런데 오늘날 

랫폼의 진화는 양면시장 이론이 처음으로 제시되

었던 2000년 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랫폼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확장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반 로 성장의 한계를 보이는 경

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다기한 상은 소셜 

랫폼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표 인 사례로 소

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들 수 있다. Kim, 

2013a). 양면시장의 에서는 동일하게 모형화

되지만 실에는 다양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이 

생태계가 이미 여러 유형으로 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동향을 심으로 서비스

가 랫폼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생태계(이하 ‘

랫폼서비스 생태계’로 부른다)의 특성을 악하고, 

생태계 구성(configuration)과 가치생산방식(value 

production process)의 에서 이를 유형별로 분

류해 본다. 이러한 유형 분류와 탐색  연구(ex-

ploratory study)를 통하여 생태계 유형별로 랫

폼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는 근본 인 메커니즘

을 보다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생태계 

유형에 따른 시장지배력의 차이가 야기하는 

효과에 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를 들어, 랫

폼 립성(platform neutrality)의 문제는 이러한 

논의로부터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한 랫폼서비스 생태계에서의 시장

획정(market definition)이 기존의 통 인 방식과 

어떤 에서 달라야 하는지에 해서도 고찰할 

수 있다. 보다 구체 인 연구 질문과 심사는 다

음과 같다.

- 랫폼서비스 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을 

악하기 한 탐색  연구를 바탕으로 생태

계 분류기 을 제시하고, 표 인 생태계 유

형을 제공한다.

- 생태계 유형별로 시장지배력 형성과 양상에 차

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살펴본다. 차이가 존재

할 때 그 원인이 생태계 유형을 분류하는 기

이나 기타 내재  특성(  : 아키텍처나 지

배구조 등의 구조  특징, 가치생산방식과 같

은 로세스상의 특징 등)의 어떤 측면에 의

한 것인지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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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trategy Outcomes

Google
∙free release of browsers and mobile OS(Android) 
to attain users

∙monetization from search ads.

∙global market share of 90% for search engines
∙global market share of 79% for mobile OS

Apple
∙value chain for device, OS, AppStore etc.
∙users’ brand royalty

∙top market valuation in the U.S.
∙revenue from contents almost equals to revenue 
from Windows OEM(MS)

Facebook
∙attract users from social media
∙monetization from ads, games, etc.

∙monthly active users : more than 1.23 billions

Amazon
∙solid ecosystem composed of cloud-content-
device

∙monetization from online contents, cloud services

∙no. 1 online commerce
∙no. 1 ebooks and devices
∙revenue from Amazon prime accounts to more 
than ⅓ of total revenue

<Table 1> Platform Business Examples

와 같은 연구 질문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랫폼서비스 생태계의 표  유형이 창발(emer-

gence)하게 된 배경과 유형별 특징  가치생산방

식을 살펴본다. 먼 , 다음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

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랫폼서비스 생태계의 기

본 개념들을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정의한다. 제 3

장에서는 랫폼사업자의 략  선택이 생태계 조

직구조와 아키텍처  다이나믹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다. 이로부터 생태계의 유형을 구분하기 

한 두 가지 기 (two-determinant framework)을 

설정하고, 최근에 등장한 두 유형의 랫폼서비스 

생태계의 개념모형(stylized model)을 제안한다. 우

리의 주된 목 은 각각의 생태계 유형이 어떻게 

련 시장(들)을 재편하고 이해당사자를 조직화하며, 

이를 통해 가치를 생산하고 달하는 과정에서 어

떤 유의한 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이려는 것이다. 

이는 제 4장에서 사례와 함께 다루어진다. 마지막 

장은 요약과 더불어 향후 연구방향을 제공한다.

2. 랫폼과 생태계 : 새로운 가치

생산방식

2.1 배경  기본 개념

Apple, Google, Facebook과 같은 로벌 랫

폼 자이언트는 각자의 독특한 략  선택과 입지를 

바탕으로 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Table 1> 

참조). 이들의 성공은 자기강화 피드백(self-rein-

forcing feedback loop)에 의한 것인데, 그 과정을 

개략 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신  서비스 제공 → 가입자(installed-base) 

확보 → 수익화(monetization)를 통한 가치화 → 

새로운 신  서비스 개발

이 과정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를 들

어, EU는 Google의 검색 랫폼을 자국 문화에 

한 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항하는 검색 랫폼인 

콰에로(Quaero) 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추진 2년 

만인 2005년에 실패를 인정하 다. 이처럼 거  

랫폼의 시장지배력은 규제나 응 정책으로 통

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로벌 랫폼사업자(이하 단순히 ‘ 랫폼’이라

고 부른다)들은 자기강화 피드백이라는 공통 을 

가지지만,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과

정을 구체 으로 구 하는 략  근에서는 차이

를 보인다. 한 최근에는 랫폼을 기반으로 독자

인 생태계를 구축하여 목표시장(target market 

segment)과 잠재  진입자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배경에

서 랫폼의 생태계 구축과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

은 학술․이론  측면뿐만 아니라 실 으로 많은 

시사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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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과 목 에서 이번 탐색  연구(ex-

planatory study)는 핵심 개념을 추출하고 정의하

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먼 , 랫폼과 이를 매

개로 한 비즈니스에 해서는 일 이 많은 연구가 

있었다. 선행 연구의 다수는 랫폼과 생태계의 

존재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황을 분석하고 사례

를 소개하거나, (이들 개념에 한 암묵  합의를 

제로) 모형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자의 경우에

는 매우 많은 문헌과 사례연구가 제공되고 있으며

(Car and Hagiu, 2011; Cho, 2011; Choi, 2011; 

Evans et al., 2008; Evans and Schmalensee, 

2008; 등), 후자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

이나 다면 랫폼(multi-sided platform)에 한 

이론  연구가 부분을 차지한다. 

랫폼과 생태계에 한 탐색  논의는, 표 으

로(Cusumano, 2010; Gawer, 2011; Gawer and 

Cusumano, 2008; Kim et al., 2010; Suarez and 

Kirtley, 2012; Tiwana et al., 2010)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랫

폼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 다. 여기서 랫폼은 

ICT 서비스를 한 여러 투입요소들(input fac-

tors)을 조직화하는 독특한 유형의 시스템(사업자)

이다. 특히, 속히 변하는 ICT와 서비스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는 랫폼이 개방성과 폐

쇄성을 유연하게 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랫폼의 역할에 한 모형  근은 양면시장 

 다면 랫폼에 한 연구에서 발견된다. 이에 

한 기 연구는(Armstrong, 2006; Evans, 2003; 

Rochet and Tirole, 2003; Rochet and Tirole, 

2006; Eisenmann et al., 2006; Parker and van 

Alstyne, 2005; Rysman, 2009) 등에 의해 주도되

었는데, 주로 가격정책(pricing policy)을 심으로 

한다. 즉, 랫폼이 존재할 경우, 가격수 (pricing 

level)뿐만 아니라 가격구조(pricing structure)가 

략 으로 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보여 다. 

한 양면시장  다면 랫폼에 한 Eisenmann

(2008), Eisenmann et al.(2008, 2011)의 연구에서

는 서로 다른 집단을 연결하는 매개자(interme-

diary)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랫폼의 역할에 

주목한다. 특히, 이 랫폼은 간  네트워크 외부성

(indirect network externality)를 버리지 하는 

능동  주체로 정의된다. 즉, 다면 랫폼의 형

인 역할은 간  네트워크 외부성을 통해 잠재  

사용자의 니즈를 구 시킴으로써 새로운 거래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Hagiu and Wright(2011)

에 의하면 간  네트워크 외부성은 양면시장이 

성립되기 한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니다.

에서 본 바와 같이, 랫폼과 련하여 가장 엄

한 근이라 할 수 있는 다면 랫폼에서조차 랫

폼에 해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생

태계란 단어가 언 되고는 있지만, 주로 랫폼에 

집 하며 생태계에 한 개념  근은 심도 깊게 

수행되지 않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랫폼 생태계

를 통해 추상화하려는 실의 복잡성과 동태성에 있

다. 앞에서 소개한 로벌 랫폼도 시시각각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어서 양면시장과 

같은 단순한 구조로는 체를 악하기 어렵다. 

한 양면시장에 암묵 으로 가정하는 산업의 범 를 

넘어선 형태로 확장되면서, 2차  계(2nd degree 

connection,  : 간  네트워크 외부성)를 넘어

서 3차 이상에 걸치는 간  계를 비즈니스 모델

로 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랫폼을 

심으로 비즈니스 계를 악하려는 시각보다는 

좀 더 총체 인(holistic) 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개념이 요청된다.

비즈니스 생태계에 한 연구는, 용어 자체가 암

시하는 바와 같이, 생물학(특히 생태학)  감에 의

한 아날로지(analogy 는 metaphor)에 기 한다. 

가장 표 인 연구는 Dundas and Richardson

(1980), Iansiti and Levin(2004), Moore(1993, 1996, 

1998, 2006) 등이다. 이들 문헌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생태계에 한 논의는 랫폼보다 먼  시작

되었지만 한동안 정체된 상태에 있었으며, 최근에 

로벌 랫폼의 성공에 힘입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런데 기의 비즈니스 생태계 연구는 기업 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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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usumano(2010)  Hagiu(2009) 등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종합․각색하여 그림으로 표 한 것임. 

그러나 어떤 문헌도 이 개념도에 표 된 부를 

반 하는 모형과 분석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함. 

즉, 기존의 연구가 취하는 은 이 개념도에서 

일부만을 부각시키는 것임.

<Figure 1> Platform Ecosystem Outlook

한정되었던 조직생태학(organizational ecology)  

사고를 산업으로 확장하여 용하는 것이다(Carroll 

and Hannan, 2000). 따라서 오늘날의 생태계  

이나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랫폼에 기반

한 생태계와는 과 목 에서 차이를 가진다.

<Figure 1>은 지 까지 소개된 문헌을 종합하

여 랫폼 생태계에 한 개념도로 나타낸 것이다. 

련 문헌을 정리하면서 얻은 결론은, 학문 ․이

론  시각에서 랫폼과 생태계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을 해결하려는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외 많은 선행 연구와 문헌에서 

랫폼과 생태계를 언 하고는 있으나, 이들 용어

와 개념을 양면시장을 넘어서 랫폼을 심으로 

한 가치생산방식이라는 에서 체계 으로 근

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Cusumano, Eisenmann, 

Gawer, Hagiu, Iansiti, Moore 등의 근방식도 

랫폼, (일반 ) 생태계, 양면시장  어느 한 요소

에만 집 하고 있어서, 랫폼을 심으로 서비스

를 생산하고 달하는 과정을 총체 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Figure 1>은 랫폼 생태계의 주요 요소와 이

들 사이의 계를 보여 다.1) 본 논문도 생태계에

서 랫폼이 차지하는 역할을 바탕으로 랫폼을 

정의하는 근법을 취하기 때문에 <Figure 1>과 

비슷한 을 취한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랫폼의 기능에서 양면시장 

모형을 핵심 인 축으로 하면서 간  네트워크 

외부성에 해 강조하고 있다.2) 그러나 본 논문은 

다면 랫폼의 이론  특징보다는 랫폼이 구축하

는 생태계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  네트워

크 외부성을 반드시 제하지는 않는다(Hagiu and 

Wright, 2011). 한 랫폼의 역할과 기능 분화에 

1) 에서 소개한 어떤 문헌도 <Figure 1>과 같은 개념도

에 충실하게 따라 이를 총체 으로 고려하지는 못한다.

2) Hagiu and Wright(2011)도 간  네트워크 외부성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일반 인 가정과

는 달리, 간  네트워크 외부성이 양면시장을 규정하

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는 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해서 강조하면서 <Figure 1>을 확 ․보완한다.

본 연구에서 랫폼은 생태계 참여자 간 거래

(transaction)에 필요한 콤포 트(component)와 

규칙(rule)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ICT 서비스에 

련된 랫폼의 경우, 콤포 트는 HW, SW, 서비

스 모듈 등을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는 링크 혹은 하 시스템

(subsystem)까지 포함한다. 규칙은 생태계 참여자

(participants) 사이의 계와 거래를 조정․조율하는

(coordinate) 일반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랫폼은 생태계를 조성하기도 하지만, 생태계에 의

해서 향을 받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한 생태계는 그 구성요소와 이들 사이의 계에 

의해서 정의된다. 따라서 그 구성요소만 명확하게 

규정해도 생태계란 개념의 모호함은 많이 어든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요소로 참여자만을 고려함으로

써 논의를 더욱 단순화시킬 것이다.3) 그 지만 참여

자의 범 를 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먼 , 

좁은 의미에서 생태계에서 참여자는 랫폼에 의해 

3) 물론 이런 추상화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실성과 이에 

따른 용 범 의 제한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참여자만을 고려한다고 

해서 생태계 개념이 곧바로 정립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러

한 단순화는 학술  연구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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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되는 사용자, 공 자, 기타 력자  트 로 

제한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생태계와 직/간

 향을 주고받는 이해 계자(stakeholder)를 

모두 포함한다. 후자의 경우, 랫폼과 직 인 

계가 없는 행 자가 간 인 향을 받는 경우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를 들어, Apple이 제공하는 

랫폼을 통해 음악을 들을 때, 음원 공 자와 사용자

는 직 으로 랫폼과 계를 맺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자가 된다. 문제는 해당 음원의 지 재산권자까

지 생태계 구성요소가 되어야 하는지에 한 단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이는 법제도 으로 매우 미묘한 

(그 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요한) 문제를 야기

한다(Xue, 2013 등을 참조).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으로 생태계 참여자의 범 를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다룰 것이나, 생태계에 한 정책  고려에서는 다른 

이해 계자에 한 향도 부분 으로 살펴볼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랫폼 생태계로 불리는 

개념은, 랫폼이 탄력 으로 설정하는 규칙에 따

라 랫폼과 직  계를 통해 다른 참여자와의 

거래를 추구하는 행 자들의 집합과 여기서 발생

하는 다양한 계들을 지칭한다. 구나 참여할 수

는 있지만, 참여자들은 규칙을 수하면서 거래를 

통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경 학에서 선호하는 용

어로는 ‘가치’)를 만들어 낸다. 에서 ‘탄력 ’이란 

용어는 이러한 규칙이 으로 랫폼에 의해서

만 결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직/간  네트워크 외부성이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4)

4) 이러한 개념 정립만으로도 직 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여기서의 랫폼 생태계가 반드시 개방 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의에서 개방성(혹은 폐쇄

성)은 고려의 상이 아니다. 생태계의 개방성을 두고

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를 들어, ‘개방형 신이 

반드시 walled-garden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이는

가?’ 등, Cusumano and Gawer, 2002; Gawer, 2011 

등을 참조), 최근의 흐름은 이러한 쟁 으로 인해 얻을 

만한 교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성공 인 

랫폼은 기술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운   략

 측면에서도 개방 이기도 하고 동시에 폐쇄 이기

도 하다(Gawer and Cusumano, 2008). 

랫폼과 생태계에 한 의 개념이 공리  

근(axiomatic approach)에 의해 연역 으로 도출

되는 엄 함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탐색

 연구를 지향하는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정의

만으로도 소기의 목 을 달성하는데 충분할 것이

다. 한 선행 연구를 통해 실효성을 갖춘 엄 한 

정의가 탐색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는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 를 들어, 정책  시

사 과 법제도  응용을 해서도 반드시 공리  

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랫폼의 시장지배력

을 평가하기 해 생태계를 유형별로 구분하는데 

있어서 와 같은 랫폼 생태계 개념은 필요 이상

으로 많은 요소를 포 하지도(over-inclusive), 

무 엄격해서 실 으로 의미 있는 경우를 배제하

지도(under-inclusive) 않는다.

2.2 랫폼서비스 생태계

랫폼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다룰 수 있는 상

도 매우 다양하고 용 범 도 크기 때문에( 한 

제품/서비스/산업 간 융합(convergence)에 따라 지

속 으로 확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 다루는 랫폼 생태계에 해서 보다 구체 으

로 범 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랫폼 

생태계 에서 ICT 서비스가 랫폼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집 으로 고려한다. 이는 융합시 의 ICT 

서비스  상당 부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

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다룰 랫폼은 ICT 서비

스에 직 으로 련되는 랫폼으로, 이를 ‘ICT 

랫폼서비스’ 혹은 더 간단히 ‘ 랫폼서비스’로 부

르기로 한다.

랫폼서비스는 서비스 자체가 랫폼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HW, SW, 네트워크 등

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 인 기능을 수행하는 

랫폼이다. 이에 따라 랫폼을 구성하는 여러 기술

 요소들(HW, SW, 네트워크 기술 등)에 해서

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구체 으로 다루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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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모바일메신 , SNS, IoT(Internet of 

Things)기반 O2O(Online to Offline)와 같은 서

비스는 각 각이 독자 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

에, 이를 응용한 콘텐츠, 애 리 이션, 기타 생

인 응용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Google은 지도서비스인 Google Map의 API를 개

방함으로써 제 3자 개발자(third party developers)

가 Google Map을 이용한 LBS(Location-Based 

Service) 사업이나 응용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SNS 사업자인 Facebook은 자신

의 소셜 랫폼 기능과 연계하여 콘텐츠, 애 리

이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함으

로써 Facebook App Center를 통해 개발된 여러 

앱(  : 게임, 쇼핑, 결제 등)을 유통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서비스 유통 기반이 

조성되면 공 자와 사용자가 이 랫폼 생태계에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랫폼  다른 참여자와의 능동 인 융합을 통해 

수평/수직  확장도 가능해지면서 생태계를 확

한다. 이에 반해, 앱마켓(app market)은 독자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특정 OS(  : iOS, An-

droid 등)의 API에 맞추어 개발된 콘텐츠를 제공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랫폼서비스 개념

에는 부합되지 않는다.5)

 Google과 Facebook 사례에서 보듯이, 랫

폼서비스는 그 기부터 생태계에서의 랫폼  

기능을 할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는 양면시장에서의 랫폼과 같이 분리된 두 시장

을 능동 으로 연계하는 기능과도 차이를 보인다. 

를 들어, 양면시장에서의 랫폼은 거래(혹은 거

래의 연결)로부터 얻는 직 인 수익에 주목하

지만(Armstrong, 2006; Evans, 2003; Rochet and 

Tirole, 2003, 2006; Eisenmann et al., 2006; Parker 

5) 단, 향후 앱마켓이 OS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를 양방향으로 연

결시키면서, 콘텐츠 공 에서 수요로의 일방  채

에 더하여, 사용자 수요를 공 에 반 하는 양면시장

 랫폼으로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랫폼서비

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and van Alstyne, 2005 등이 강조하는 가격구조

(가입비, 거래당 수수료 등)에서 잘 드러남), 랫

폼서비스는 참여자 간 거래로부터 직 인 수익

을 얻는 것이 우선 인 목 이 아니다. 한 다면

랫폼은 확실한 목표(target) 참여자(집단, 시장 

등)과 명확한 거래 내용(콘텐츠  서비스)을 가지

지만, 랫폼서비스에서는 향후 발생될 거래의 형태

와 종류를 사 에 으로 기획하기 어렵다(Google 

Map의 API 개방에서 보듯이, 참여자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도 많다).

클라우드와 IoT와 같은 기술이 확산되고 보편

화되면, HW, SW, 네트워크에 한 의존성이 

면서 서비스의 가상화(virtualization)가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랫폼 생태계가 진

화하는 방향은 랫폼서비스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랫폼서비스와 생태계의 불

가분의 계를 강조하기 하여 이를 ‘ 랫폼서비

스 생태계’라고 부를 것이다. 다음 두 장에 걸쳐서 

랫폼서비스 생태계를 분석하기 한 기 인 

임워크를 소개하고, 이 생태계의 표 인 두 

가지 유형에 해 랫폼서비스의 시장지배력과 

련된 정책 이슈를 사례를 심으로 논의한다.

3. 랫폼서비스 생태계의 유형

3.1 유형화 임워크

로벌 랫폼 자이언트들은 핵심 인 성공요인

이 랫폼 그 자체의 기술  성능보다는 랫폼을 

매개로 구축되는 생태계를 창출․유지․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잘 보여 다. 랫폼이 생태계로 진

화했을 때 더 강력하고 견고한 경쟁우 (compe-

titive advantage)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

에서 랫폼서비스 생태계는 다른 랫폼 생태계

와는 차별화된 다이나믹스를 보인다. 즉, 랫폼 

생태계는 매개자로 출발하여, 양면시장에서의 랫

폼으로 성장하고, 차 그 외연을 확장하면서 생

태계를 구축하는 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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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서비스 생태계는 기부터 랫폼과 더불어 

보완자와 력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로 출

발한다(물론, 이러한 략  시도가 성공을 보장하

는 것은 아니다).6) 

이러한 맥락에서 랫폼서비스 생태계는 처음부

터 서로 다른 구성요소(참여자) 간 상호호환성(com-

patibility)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호환성

은 표 (standard)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정보교

환과 거래 차 상의 약속된 장치와 규약, 즉 로토

콜(protocol)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다. 로토콜

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행 와 경험을 통제하거나 

지도하는 명시 ․묵시  규칙이 구조화된다. 이로

부터 생태계 참여자(필요한 경우 다양한 이해 계

자까지 포함하여)의 권리와 책임까지 정립되는 유

기 인 조직체(organic system)로 완성된다.

기업이론(firm theory)의 에서 랫폼서비스 

생태계를 요약하면, 조직과 시장의 혼합체(mix)라

고 할 수 있다(Kim, 2013b; Lescop and Lescop, 

2013). 즉, 랫폼서비스는 스스로 시장(market-

place)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다양한 참여자들을 

불러 모아 여러 종류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

든다) 동시에 참여자 체를 아우르는 조직체(orga-

nizational complex; Martin, 2003)의 모습도 보

인다( 를 들어, (최소한 부분 으로는) 참여자들

을 조정․통제하는 규칙을 가진다). Lescop and 

Lescop(2013)는 특히, 랫폼 생태계는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를 조직(기업)이 보완하려는 과정

에서 창발되는 상이라고 설명한다.

랫폼서비스에 한 탐색  근을 시도하는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업이론의 조직화 원리(orga-

nization principle; Kogut, 1991; Kogut, 2000)7)

6)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랫폼서비스 생태계의 랫폼

은 Cusumano, Gawer, Eisenmann 등에서의 랫폼

보다는 Iansti and Levin(2004)의 핵심종(keystone 

species)으로 불리는 것이 더 합할 수도 있다.

7) Kogut 등이 제안한 조직화 원리는 원래 생산기술, 생

산방식, 조직구조 등에 하여, 한 국가나 어떤 산업에

서 보편 으로 받아들여지는 철학  원리를  의미한다

(Kogut, 1991). Kogut은 이를 다국 기업의 분석에 

용하고자 하 기에, 구성(configuration)과 조정(coor-

를 응용하여 생태계의 개념  유형화를 제공한다. 

먼 , 조직화 원리의 한 축인 ‘구성(configuration)’

은 Kogut(1991), Kogut and Zander(1996) 등에서

와 유사하다. 그러나 통  조직화 원리의  다

른 분류기 인 ‘조정(coordination)’ 신에, (서론

의 연구 질문에 보다 직  련되는) 랫폼서비스

를 통한 가치생산방식(value production process)

을 도입한다.8) Jacobides et al.(2006)  Tee and 

Gawer(2009)에서도 산업-아키텍처(industry-archi-

tecture framework)라는 임워크를 통해 생산

방식의 차이에 따라 ICT 산업을 분석한 바 있다.

정리하면, 랫폼서비스 생태계의 구성과 가치생

산방식에 따라 그 특징이 결정된다는 것이 본 연구

의 기본 가설(underlying hypothesis)이다. 이로부

터 두 분류기 을 심축으로 하는 조직화 원리에 

따라 랫폼서비스 생태계를 몇 가지 개념  유형

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개념  유형화는 한 생태계 내에서 

랫폼서비스의 시장지배력 평가 등을 단하기 

한 기  분류기 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를 

들어, 통 인 방식에 따라 시장획정(market de-

finition)을 통해 랫폼에 한 규제․정책을 결정

하면, 모든 랫폼서비스에 해 일률 으로 용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실질 으로 지배력 이가 

높은 랫폼서비스가 규제․정책에서는 제외되고, 

반 로 향력이 낮은 랫폼이 과도한 제재를 받

을 수도 있다. 따라서 랫폼서비스의 조직화 원

리에 따른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

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

일 것이다.

dination)을 조직화 원리의 기본 요소로 삼았다. 본 논

문의 조직화 원리도 생태계에 해 이와 동일한 시각

에서 출발하나, 그 근방식은 다르다.

8) 앞의 각주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통  조직화 

원리는 다국 기업의 자원배분 형태에 심을 기울이

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분류기 (축)이 타당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내 서로 다른 행 주체들 사이에

서 업을 통한 서비스 생산에 을 맞추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기 보다는 생산방식을 기 으로 삼는 것

이 더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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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랫폼서비스의 개념  유형화(Con-

ceptual Typology)

Cusumano, Gawer, Iansiti, Moore 등의 선행 

연구에서 생태계의 특징을 변하는 요인들은 참여

자(이해 계자), 지배구조(governance), 아키텍처, 

서비스 달과정(service delivery process) 등이

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 으로 악하여 개념  

유형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모든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해서 최선의 유형화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구성과 가치생

산방식을 기 으로, 랫폼서비스 생태계를 4가지 

개념  유형으로 분류한다(<Figure 2> 참조).

실의 랫폼서비스는 이들  여러 유형에 걸치

거나 간 인 치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형화

를 통해 랫폼서비스를 보다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유형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함의

를 가진다는 에서 랫폼  생태계 정책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개념  유형을 바탕으로, 

보다 추상 이지만 수리․계량  분석이 가능한 정

형화된 모형(stylized model)도 개발할 수 있다. 

<Figure 2> Conceptual Typology of Platform Service 
Ecosystems

3.1.2 랫폼서비스 생태계의 구성(Configura-

tion)

랫폼서비스 생태계 이해 계자는 랫폼(사업

자)과 기타 참여자(사용자, 보완자, 투입요소 공

자 등)로 구분되는데, 랫폼의 지배구조와 리더십

에 따라 생태계 아키텍처와 참여자 간 역학 계의 

구조가 결정된다. 일반 으로 랫폼이 주도 인 

역할을 하므로 리더십과 주도권은 랫폼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자(end user)를 제외한) 다른 

참여자들은 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을 보완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지배구조와 

리더십이 매우 느슨한 경우(Iansti and Levin; 2004)

의 핵심종(keystone player)이 이에 가깝다)와, 반

로 랫폼이 모든 거래에 개입하여 극 이고 

직 인 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실제 랫폼은 이러한 양극단 사이의 스펙트럼에서 

자신의 치를 략 으로 결정할 것이다. 

결제나 IoT 서비스의 경우, 랫폼은 기본  기

능을 제공하지만 핵심  서비스는 보완자들에 의해 

완성된다. 를 들어, 결제 랫폼서비스는 카드사

나 은행과 같은 융기 이 주도한다. 반 로, 표

인 양면시장인 검색서비스는 랫폼서비스가 핵

심  기능을 제공하면서 생태계를 주도한다. 고주

와 사용자들은 랫폼서비스에 종속되는데, 이를 이

용하여 부가 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은 제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구성과 련하여, 랫폼

의 지배구조와 참여자 간 역할에 따른 구조  측면

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생태계 구성은 크게 둘로 

나 다. 그 하나는 단일 랫폼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경우이고(<Figure 2>의 가로축에서 monolithic 

차원), 다른 하나는 복수의 랫폼이 연합체(plat-

form federation)를 형성하여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다(<Figure 2>의 pluralistic 차원). 자의 경

우 참여자와 랫폼의 ‘ 계’가 평면 으로 이어지

지만, 후자의 경우 이 계가 입체 으로, 랫폼 

연합체와 참여자의 계는 계층 으로 구성된다.9)

9) 그래 이론(graph theory) 용어로 설명하면, 평면 이

라는 의미는 모든 링크(edge 는 arc)가 동일한 성격

을 가진다는 것이고, 계층 이라는 것은 링크가 속하

는 범주가 별도로 존재하여 상 계층의 링크와 하

계층의 링크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상 계층은 랫폼 연합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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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랫폼서비스 생태계의 가치생산방식

(Value Production Process)

가치생산방식은 제품/서비스의 다양성과 특성에 

따라 이들을 생산․유통하기 한 제반 자원과 활

동을 마련(provisioning)하는 방식을 말한다. 본 연

구에서는 서비스 달과정에서 핵심  서비스 흐름

(main service flow)에 집 하여 가치생산방식을 

규정한다. 핵심  서비스 흐름을 간단히 ‘가치흐름

(value flow)’이라고 부를 것이다.

랫폼서비스 생태계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방식은 

제조업이나 통  서비스업(오 라인에서 재래시

장이나 도․소매시장을 통한 유통방식 등)과는 달

리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먼 , 가장 단순한 형태

에서는 통 인 가치사슬(value chain)에 따라 

가치흐름이 선형 (linear)이며 순차 (sequential)

이다. 따라서 부가가치(value added)도 순차 으

로 더해지면서 축 된다. 소셜커머스와 같은 쇼핑 

랫폼서비스는 랫폼이 로커(broker)로서의 매

개자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순차  가치흐름을 

보인다(Kim, 2013b).

가치창출과정이 비선형 (non-linear)인 랫폼

서비스도 많은데, 이때의 가치흐름은 일방 이지 

않다. 를 들어, 결제 랫폼서비스에서는 고객과의 

에 있는 랫폼이 결제기 으로의 요청(query)

과 은행이나 융기 의 승인과 같은 과정을 조율

하면서 거래가 진행된다. 이는 가치흐름에 여러 주

체들이 수시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랫폼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결제서비스는 소셜

커머스에 비해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

한 차이는 가치흐름을 시각화하는 서비스 흐름도

(service flow chart)에 잘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생산방식을 크게 둘로 나 어 

근한다. 먼 , 순차  흐름(serial flow)은 표

인 가치흐름이 선형 이며 순차 인 경우를 나타낸다. 

이는 통 인 가치사슬형 생산방식과 유사하다. 

이와는 반 로 병렬  흐름(parallel flow)에서는 

가치흐름이 비선형 으로 발생하며 그 방향도 일방

이지 않다.10)

3.1.4 랫폼서비스 생태계 유형

<Figure 2>는 에서 소개한 두 가지 기 을 

바탕으로 다음 4가지의 랫폼서비스 생태계 유형

을 제시한다. 먼 , 가치사슬형에서는 랫폼이 

/후 참여자를 연결하면서 선형의 가치흐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 감이나 표 화를 선

하기 해 랫폼을 구축할 때 가치사슬형 생태계

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장 단순한 구조의 

랫폼서비스 생태계이며, 기존의 오 라인 제조

업이나 유통업이 온라인으로 확장할 때 보이는 서

비스 달과정이다.

양면시장형은 랫폼이 상이한 두 개의 그룹 혹

은 세분시장(market segment)을 연결하며, 이들 

사이의 간  네트워크 외부성을 통해 시 지를 

창출한다. 따라서 가치흐름이 일방 이지 않고 여

러 방향으로 분기한다. 가치흐름의 다방향성은 

랫폼이 유발하는 생태계 참여자 사이의 간  네

트워크 외부성의 강도(strength)에 의존한다. 따라

서 간  네트워크 외부성이 약할 경우 양면시장

은 가치사슬 유형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11)

<Figure 2>의 왼쪽 두 유형은 ‘가치생태계(value 

ecosystem)’로 이름을 붙인 랫폼서비스 생태계

를 나타낸다. 즉, 가치생태계 유형은 이 의 두 경

우와는 생태계 구성을 달리 한다. 먼 , 하나의 

10) 그래  이론의 용어로 설명하면, 순차  흐름은 토폴

로지 순서(topological ordering)를 가지는 네트워크

이며, 병렬  흐름은 토폴로지 순서가 없는 네트워크

이다. 자의 는 PERT(Project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네트워크로, 여기서는 방향성 

순환(directional cycle)이 발생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존재한다.

11) Hagiu and Wright(2011)에서 간  네트워크 외부

성이 양면시장이 성립되기 한 필요조건도 충분조

건도 아니라고 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Hagiu and Wright(2011)에서는 <Figure 2>의 

오른쪽 두 유형 모두를 양면시장으로 규정한다. 이러

한 의 차이는 양면시장의 정의에서 간  네트

워크 외부성을 주요 기 으로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가 

요한 것이 아니라, 랫폼의 역할이 더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Katz and Shapiro(1985)도 간  네트

워크 외부성을 다루고 있지만 랫폼의 능동성을 배

제하기 때문에 양면시장 모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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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이 아닌, 복수 랫폼이 연합하여 지배구조를 

구축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 랫폼 연합체(plat-

form federation)’라고 부른다. 

가치생태계에서 랫폼을 포함한 참여자들의 

계는 두 계 (layer)로 구성된다. 첫 번째 계 (‘상

계 (upper layer)’로 부름)는 랫폼 연합체 내에

서의 사이의 계이다. 두 번째 계 (‘하 계 (lower 

layer)’로 부름)에서는 랫폼 연합체를 ‘하나의’ 가

상 랫폼(virtual platform)으로 보고, 다름 참여

자(사용자, 보완자, 공 자 등)와의 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두 번째 계 를 상으로, <Figure 2>의 

오른쪽 두 유형에서와 같이, 가치흐름에 따라 순차

/병렬  흐름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Figure 

2>에서 왼쪽의 가치생태계에 번호를 붙인 것은 

이러한 구분을 의미한다.

그런데 가치생태계의 상 계 도 랫폼들을 구

성요소로 하는  다른 생태계라고 볼 수 있기 때

문에 앞에서 용한 조직화 원리를 여기에도 용

할 수 있다. 즉, 랫폼들 간의 지배구조와 서비스

달과정에 따라 개념 으로는 여러 유형으로 나

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 계 의 

조직화 원리는, 실 으로 하 계 의 가치흐름

에 따른 유형과 한 상 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 계 가 순차  흐름을 

보이는 가치생태계 유형 1의 경우에는 상 계 에서 

랫폼 간 계층  계질서(hierarchical order)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한 하 계 가 병렬  흐

름을 보이는 가치생태계 유형 2에서는 상 계  

랫폼들은 서로 수평  연 에 의해 조직화될 가능

성이 높다.

결과 으로, 가치생태계(<Figure 2>의 왼쪽 두 

유형)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개념  유형으로 다

시 세분된다. 먼 , 가치생태계 유형 1은 상 계 가 

메타 랫폼(meta platform)과 하  랫폼들 사

이의 계층  계질서에 의해 구성된다. 메타 랫

폼은 하  랫폼들을 장하면서 상호운 이 가

능하도록 질서와 규칙을 부여한다. 이에 반하여 

가치생태계 유형 2에서 상 계 는 여러 랫폼들

이 분산된 상태에서 서로 력하면서 서비스 달

과정을 완결한다. 이와 같이 랫폼들의 연 (plat-

form coalition; Kim, 2011b, 2012a)로 상 계

가 조직화되면 하 계 는 양면시장과 매우 유사

한 가치흐름을 보인다.

정리하면, 가치생태계의 랫폼 연합체도 랫폼

들 사이의 조직화 원리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다(각 세부 유형에 한 개념도는 <Figure 

3>과 <Figure 4>를 참조). 한 가치생태계에서 

랫폼서비스가 취할 수 있는 략  입지는 랫

폼 연합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가설이다. 랫폼연 의 분권화된 지배

구조에서 선도  랫폼(leading platform)의 향

력이 강화되면 가치생태계 유형 2는 유형 1로 환

될 것이며, 이는 다시 하 계 의 가치흐름에도 

향을  것이다( 는 하 계 에서 가치흐름을 변

화시킬 수 없으면 상 계 의 유형 환(즉, 선도  

랫폼의 메타 랫폼化)도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

데 다음 들에서 보듯이 아직은 유형 1과 유형 2

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례만 발견된다. 

이하에서는 가치생태계의(세분화된) 유형만을12) 집

으로 고찰한다. 

3.2 메타 랫폼 가치생태계

메타 랫폼을 심으로 조직화되는 가치생태계

는 메타 랫폼과의 호환성(compatibility)을 제

로, 구체  서비스를 담당하는 하  랫폼들과 

이들 간 상호연동을 지원하는 논리  메타 랫폼

으로 구성된다. 그 결과로 메타 랫폼이 하  

랫폼들의 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이를 정 으로 하

는 계층  구조를 보인다(<Figure 3> 참조). 하

계 의 가치흐름과 상 계 의 가치흐름은 완

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 즉, 하 계 에서의 서비

스 흐름은 상 계 의 하  랫폼들에만 속되

며 메타 랫폼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상 계

12) 가치사슬과 양면시장 유형에 한 분석은 선행 연구

에서 소개한 문헌들을 참조하라.



310 김 도 훈

에서 메타 랫폼과 하  랫폼들 간의 가치흐름

은 실질 인 서비스 흐름과는 직 인 련을 가

지지 않으며, 논리  연결을 통해 하  랫폼들 

간 서비스 흐름을 조정·통제한다.

<Figure 3> Meta-Platform V-Ecosystem

메타 랫폼 가치생태계의 가장 한 벤치마크

는 Apple과 Google과 같은 로벌 랫폼 자이언

트가 궁극 인 목표로 하며 재(부분 으로) 실

하고 있는 생태계일 것이다. Google이 제안한 

거래 랫폼이라는 개념이나 Apple의 iOS를 기반

으로 구상하는 생태계가 이러한 유형을 추구한다. 

Google과 Apple은 각각 Android와 iOS  여러 

개방형 API를 공개하고 있지만, 자사의 OS에 

해서만 서비스 연동을 허용함으로써 하  랫폼

들을 통제한다.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차 강화되는 과정에서 선도  랫폼이 메타 랫

폼으로 략  입지를 구축하고 지배구조를 확립

하게 되면, 가치생태계의 랫폼 연합체가 계층

으로 조직화된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강화 피드백

(self-reinforcing feedback)을 따르는 경우가 많

으며, 다른 서비스들도 이 랫폼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로부터 자연스럽게 가치생태계가 형성된다. 

하  랫폼들과 메타 랫폼 간의 논리  연결과 

유 계는 강력한 경우가 많으며, 랫폼 연합체

가 마치 하나의 랫폼으로 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하 계 의 가치흐름상에서는 메타

랫폼이 ‘은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랫

폼이 반드시 메타 랫폼과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제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  시장지배력을 

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개의 경우, 하  랫폼들은 메타 랫폼을 제

공하는 사업자와 매우 한 계를 가지며, 이

들 사이의 수직 /수평  통합도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이 가치생태계에서 랫폼서비스의 략

은 서로의 이해 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메타

랫폼은 핵심  기술과 인터페이스에 한 통제력

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하  랫폼들을 자신의 

지배구조 내에 두는 것을 추구한다. 반면에 하  

랫폼들은 지속가능한 수익흐름이 보장되어야 

랫폼 연합체에 남을 것이다. 재 메타 랫폼을 

구축한 사업자들이 주로 로벌 랫폼 자이언트

인 이유는 M&A를 통해 하  랫폼을 자신의 

랜드에 편입시킬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에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Apple의 결제서비스인 Apple 

Pay는 iOS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Apple은 iOS

와 같은 운 체제를 메타 랫폼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성 있는 하  랫폼들에 해서만 선택 으

로 수직  계열화를 시도할 수 있다. Apple의 

랜드 가치와 기술력과 같은 자산과 더불어 메타

랫폼의 지배구조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략

이 가능하다.

3.3 랫폼연  가치생태계

가치생태계의 제 2유형으로, 상 계 의 랫

폼 연합체가 여러 랫폼들의 연 (coalition)에 의

해 구성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Google이

나 Apple과 같이 방  핵심역량과 자산을 갖

추지 못한 랫폼서비스들이 자신의 향력을 확

장시키는 방식으로 연 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

러운 앙이다. 한 서비스 특성상 이질  산업/

조직이 모두 참여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연 는 효

과 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의 표 인 로 결

제서비스를 들 수 있다. 하나의 랫폼서비스가 

결제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당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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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각 분야에 특화된 랫폼들이 연 하여 

유기  계를 유지함으로써 끊임없는(seamless) 

서비스를 효율 으로 제공할 수 있다. 를 들어, 

카카오페이는 Apple Pay와는  다른 방식으로 

결제 랫폼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카

카오의 소셜 랫폼을 기반으로 다른 보완자의 핵

심 인 기능을 랫폼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

한 배경으로부터 랫폼연 에 의한 가치생태계가 

구축된다.

<Figure 4>에서 보듯이, 랫폼 연합체를 하나

의 가상의 랫폼으로 볼 때, 하 계 는 양면시

장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 한 메타 랫폼과는 

달리 상 계 와 하 계 의 가치흐름의 성격이 

동일하다. 이는 랫폼연 를 구성하는 (일부) 

랫폼들이, 양면시장 유형의 보완자에서 랫폼으

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되면서 상 계 가 구성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은 기술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

과일 수도 있으며, 선도  랫폼에 의해 의도

으로 조성될 수도 있다(  : 카카오페이).

<Figure 4> Platform Coalition V-Ecosystem

랫폼연 를 주도하는 선도  랫폼이 있지

만, 여기서의 지배구조는 메타 랫폼의 그것보다

는 약하다. 이 경우 다른 력 랫폼들 사이의 이

해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랫폼연 는 서로의 필요성과 리더십에 의해 상

으로 빠른 시간에 구 될 수 있지만, 연 의 

불안정성(unstable coalition)이 문제로 남을 것

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로 후발 혹은 지역 랫

폼서비스가 Apple, Google, Amazon과 같은 로

벌 자이언트와 경쟁할 때 택하는 안이 된다.

랫폼연 를 통해 랫폼 연합체를 구축하는 

 다른 장 은 개발기간이 짧고 험을 공유(risk 

pooling)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과 기술 

추세 등이 변하여 재 추진 인 연 의 수익성

이 약화된다고 할 때 비교  쉽게 재 연 에서 

철수하거나 다른 연 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에

서 정 이다. 이에 반하여 연합체에서 발생하는 

수익흐름을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복잡성이 

남는다. 한 선도  랫폼의 입장에서 볼 때, 기

수익도 메타 랫폼으로서 하  랫폼의 계층화

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작을 것이다. 이는 랫폼

연 가 성공 일수록 現연 가 해체되고 다른 유

형(메타 랫폼)으로 환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역

설  상황을 시사한다.

4. 가치생태계 유형별 사례연구

앞 에서 거론한 이유와 배경으로부터 가치생태

계에 한 략 ․정책  근은 기존의 랫폼 

생태계보다 더 복잡해진다. 먼 , 가치생태계에서

의 랫폼은 하나의 기업이나 조직이 아닌, 여러 

조직의 연합체로,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 으로 다

루면서 그 역을 지속 으로 확장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작용하는 메커니

즘과 되는 방식이 복잡해진다. 를 들어, 수

입구조 측면에서 보면, 메타 랫폼은 직 인 수

익흐름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가시 이지 않은) 

지배력은 실제로 매우 강력하다. 반면에 랫폼연

의 경우 수익흐름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지배

구조 악은 상 으로 용이하다. 한 수입의 

원천도 가치흐름에 따라 두 유형에서 차이를 보

인다. 랫폼 연합체를 하나의 가상 인 랫폼

이라고 할 때, 메타 랫폼은 가치사슬과 비슷한 

투입-산출의 계에서 악될 수도 있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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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연 는 양면시장과 더 유사하다. 요약하면, 

가치생태계에서는 랫폼들의 구성에 따른 첩

된 지배구조를, 외부로 드러나는 향력(  : 수

익흐름)으로부터 악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세

부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에는 각 유형

별 사례로부터 이러한 복잡성을 구체 으로 고찰

한다.

4.1 메타 랫폼 생태계의 사례

로벌 랫폼인 Google, Apple, Facebook는 

2014년에만 각각 네스트를 32억 달러에, 비츠를 

30억 달러에, 오큘러스리 트를 20억 달러에 인수

하 다. 이들은 2014년에 성사된 M&A  규모가 

가장 큰 3건만 든 것이다. 이들 기업은 SW가 아

닌 HW 업체들로, 비슷한 시기에 로벌 랫폼들

이 유사한 HW 업체를 인수한 것은 디바이스 간 

끊임없는 서비스를 구 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  

목표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몇 개의 랫폼서비

스 부문에만 집 하는 것을 넘어서겠다는 것으로, 

‘생태계 구속(ecosystem lock-in) 략(Blanke, 

2014; Hyrynsalmi et al., 2014)’이 본격화되었음

을 의미한다. 이는 메타 랫폼의 궁극 인 략  

선택을 잘 반 하는 사례로, 성공 인 메타 랫폼

은 서비스 역을 확 재생산하는 속성을 보인다.13)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등은 자신들

이 강 을 가지고 운 하던 개별 서비스 부문을 

통합해 나가면서 가치생태계에서의 메타 랫폼으

로 환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환을 통하여 기

존의 시장지배력이 다른 부분으로 보다 용이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Apple의 메타 랫폼은 모바일 OS인 iOS8과 맥 

OS인 OS X 요세미티를 연동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한다. iOS와 OS X의 통합을 기 으로 HW와 

SW를 포 하는 거 한 OS가 구축되어 거의 모든 

13) 2014년부터 본격화된 O2O는, IoT의 성장에 힘입어 

랫폼이 온라인 서비스 역을 넘어 오 라인으로까

지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 다.

(Apple  이와 호환되는) 디바이스가 상호연동될 

수 있다. Google은 I/O 2014 개발자회의에서 자

동차, TV에서 손목시계와 기타 웨어러블 디바이

스까지 커버되는 다양한 랫폼을 공개했다. 자동

차를 한 Android Auto를 비롯하여 웨어러블 

랫폼인 Android Wear, 스마트TV를 한 An-

droid TV 등을 망라한다. 이들은 상황 인식(con-

text-aware), 음성 지원, 끊임없는 서비스, 모바

일 심 등의 설계 지침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를 들어, Android L이 탑재될 경우 스마트폰과 

크롬북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Google은 Apple과 달리 수평  계열화를 지향한

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개발자회의에서 발표된 

구상과 계획은 수직  계열화에 한 역량을 과

시하기 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로부터 Apple과 

Google이 OS를 통해 지향하는 바는 형식과 정도

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동일하다. 이들 OS의 

향력이 강화될수록 메타 랫폼 가치생태계도 

차 공고해질 것이며, 가치생태계 구속은 강화될 

것이다. 

4.1.1 Apple Pay 사례

Apple Pay는 iPhone 6/6+ 이후 제품에, NFC 

(Near Field Communication)를 기반으로 탑재된 

모바일결제시스템이다. 이는 로벌 랫폼과 

융회사의 연합체가 주도하는 소  ‘핀테크(Fin-

Tech)’의 표  서비스  하나가 되었다. 모바일

결제는 Apple Pay와 미국 형 유통사 간 컨소시

엄인 MCX의 결제서비스를 계기로 사용자가 증

하면서 2013년 18억 달러에서 2018년 1,890억 달

러로 성장할 것으로 망된다. Apple은 iPhone 

6의 지문인식 기능을 통한 터치아이디와 가상코드

를 주고받는 토큰 방식을 통해 Apple Pay를 제공

하기 때문에 다른 결제서비스보다 안 하다는 평

가를 받는다. 기술과 랜드 인지도, iPhone의 가

입자기반(installed-base) 등을 바탕으로 Apple 

Pay는 향후 모바일결제서비스의 핵심 서비스 사

업자로 성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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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 Apple’s Value Ecosystem for ePayment 
(Apple Pay)

<Figure 5>는 Apple Pay를 통한 지 ․결제서

비스를 요약한 것으로, Apple Pay가 <Figure 3>

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 Apple

은 TSP(Token Service Provider)로서 토큰에 

한 리뿐만 아니라 사용자  공 자 디바이스에도 

필수 으로 설치․운 되어야 하는 자사의 시스템

을 통해 생태계를 리한다. 즉, Apple은 직  지

․결제서비스를 시행하지는 않지만, 이 기능을 수행

하는 여러 랫폼들(발 자(issuer), 인수자(acquirer), 

정산시스템 등)을 하나로 묶는 메타 랫폼으로 기

능한다. 메타 랫폼을 포함한 랫폼 연합체와 생태

계 내 사용자/공 자 간의 서비스 흐름도 <Figure 

3>과 매우 유사하다. 즉, [사용자]-[ 랫폼 연합

체]-자] 사이의 가치흐름은 순차 이다.

Apple에 앞서 Google이 이미 2011년에 NFC 

방식의 Google Wallet을 도입한 바 있지만 서비

스를 확 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ple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Apple이 취하는 메타 랫폼 략 때문이다. Google

이 Google Wallet을 출시할 당시에는 Android와 

스마트폰 보 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 으며, 생태

계를 조성하는 것에도 극 이지 않았다. 반면에 

Apple은 처음부터 랫폼서비스뿐만 아니라 보

완자  기타 참여자를 으로 생태계에 끌어

들이면서 Apple Pay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를 

들어, Apple은 AMEX, Master, Visa와 같은 3  

카드사와 제휴를 맺었으며, BOA(Bank of Ame-

rica), Capital One Bank, Chase, Citi와 같은 미

국  로벌 은행과도 력한다. 한 메이시 백

화 , 맥도날드, 스테이 , 홀푸드 마켓 등 22만 개 

이상의 유통매장에 Apple Pay를 도입시키는 데 성

공하 다. 이와 같이 Apple Pay는 자신의 OS를 

메타 랫폼으로 하는 가치생태계로 성장하는 사례

를 제공한다.

Apple Pay는 국경을 넘어 서비스 지역을 확장

하여,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홈 러스, 

스타벅스, GS25 등은 Visa의 NFC 결제시스템인 

Visa payWave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Apple

과 Visa의 연합에 의해 Apple Pay와 연계된 미국

의 Visa 신용카드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처럼 Apple Pay는 지지부진했던 오 라인 결제에

서 랫폼기반 결제서비스의 가능성을 보 다. 

4.2 랫폼연  생태계의 사례

4.2.1 다음카카오의 결제 랫폼서비스

Google이나 Apple보다 늦게 출발하고 HW 기

반이 취약한 랫폼서비스들은 랫폼연 에 의한 

가치생태계 구축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Face-

book과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이 표 인 사례를 

제공한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모바일 SNS(카카오

스토리), 커뮤니티(카카오그룹), 음악(카카오뮤직), 

콘텐츠(카카오페이지) 등, 거의 모든 ICT 서비스

로 사업 역을 확장하 다. 네이버가 과거에 ‘지식

인’과 검색서비스의 성공을 발 으로 다양한 서비

스 분야에 진출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한 것과 마찬

가지로, 다음카카오도 메신  카카오톡을 기반으

로 방 로 사업 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여기서

는 랫폼연  가치생태계의 선도  랫폼의 모

습을 보이는 표 인 사례로 지 ․결제서비스를 

살펴보고, 앞에서 소개한 메타 랫폼의 경우와 비

교해본다.

다음카카오는 2014년 9월부터 LG CNS의 모바

일결제솔루션과 카카오톡을 연결시켜 간편결제 서

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출시했다. 카카오페이는 카

카오톡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뒤 물건을 구입할 때 

비 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2014년末을 기 으로 KB국민,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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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씨, 롯데카드 등이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

이트들이 계속 증가하면 양면시장에서과 같이 그 

보 이 더욱 확 될 것이다. 한 다음카카오는 5

 홈쇼핑 채 과 홈 러스, 롯데닷컴, 교보문고, 

알라딘,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CJ헬로비 , 

이니스 리 등을 생태계 참여자로 유치하는데 성

공하 다.

다음카카오는 한 2014년末부터는 선불로 충

한 뒤 간편하게 송 할 수 있는 ‘뱅크월렛카카오’

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Figure 6> 참조). 이를 

통해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10만 원까지 송 하거

나 결제할 수 있다. 뱅크월렛카카오는 소액 송 , 

온/오 라인 소액 결제,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모바일쇼핑용 앱인 ‘카카

오픽’과 연동되어, 상품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면 

가격이 할인되는 소셜커머스에도 사용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최  3～5명의 친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많은 사람과 공유할수록 할인율도 높아

진다. 다음카카오의 가장 큰 자산인 가입자기반을 

활용한 결제서비스는 온라인쇼핑과 기타 소셜서비

스와 자연스럽게 연동된다.

출처 : 다음카카오 홈페이지에서 뱅크월렛카카오의 서비스 

방식을 소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임.

<Figure 6> Kakao’s Value Ecosystem for ePayment 
FinTech(Bank Wallet Kakao)

<Figure 6>는 <Figure 5>와 확연하게 다른 

서비스 흐름과 랫폼 간 계를 보여 다. 먼 , 

랫폼 연합체에 속한 여러 랫폼 간의 계는 

수평 이며, 랫폼 사이에도 다양한 거래가 존재

한다. 따라서 이 연합체는 일종의 연 로 구성되며, 

체를 아우르는 상 의 랫폼이 존재하지 않는다. 

랫폼연 는 외부와도 병렬  서비스 흐름을 유

지한다.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은 랫폼연 를 

여러 차례 넘나들면서 진행되며 그때마다 사용자/

공 자의 연결 이 바 다. 이상의 특징  국면은 

뱅크월렛카카오 생태계가 <Figure 4>와 매우 유

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가치생태계 사례연구의 시사

에서 소개한 Apple Pay와 다음카카오의 결제 

 융서비스들은 핀테크의 가능성과 력을 

보이면서 아울러 가치생태계의 향력에 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결제 랫폼서비스는 핀테크

를 극 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참여자를 랫폼

서비스의 보완자로 유치하면서 그 향력을 오

라인으로 차 확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Google, 

Paypal, Alibaba, Tencent 등은 핀테크에 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융업에 한 국가별 인

증/면허를 취득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Facebook

과 Twitter는 간편 결제에 기반한 자상거래에, 

Alibaba는 은행․증권을 포 하는 융서비스 반

에 진입하려 한다. 이들 가치생태계 랫폼의 경쟁

력의 원천은 가입자기반이다. 인도에서 Facebook 

사용자는 이미 1억 명을 넘었으며, Tencent We-

Chat은 실제 사용자 수가 4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ibaba는 자국 시장의 80%를 유

한 온라인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다.

앞 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치생태계는 생태계 

구속을 통한 경쟁을 벌임과 동시에, 융합이라는 사

회․경제  방향에 가장 잘 부합되는 비즈니스 모

델을 통해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 하고 있다. 강

제  표 화와 멀티호 과 같은 정책  시장에서

의 응은 생태계 구속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가

치생태계의 신은 이러한 응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에 집 될 것이다. 이는 곧 생태계 자체 으로

는 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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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커버

리지 확장으로 인해 통 인 시장획정방식에 의

해서는 제 로 포착될 수 없는 시장지배력이 온/

오 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러 부문으로 스며들 수 

있다. 시장획정에 근거한 (사후 ) 통제와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립성과 같은 사  조치를 통

해 시장지배력이 이되는 강도와 범 를 미리 제

한하는 필요성에 해서도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French Digital Council, 2014).

가치생태계의 확장성은 이 생태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해 계자에게도 큰 향을 미친다. 핀테

크 신에 의한 랫폼서비스의 결제서비스 진출

은 이미 기존 시장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업자들

에게 향을 미쳤다. 다음카카오가 3,500만 명의 

가입자기반을 버리지로 하여 모바일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소사업자들은 생존

의 을 받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수익원인 ‘게

임하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존재한다. 카카오톡

을 통해 모바일게임을 제공하는 콘텐츠업체들은 

매출의 2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다음카카오에 

지불하는데, (이에 더하여) 통신사 등에 지불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수입의 반 이상이 생태계 가치

흐름에서 유출된다. 

다음카카오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랫폼

연  가치생태계의 경우, 메타 랫폼 유형과는 

립성 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로벌 랫폼 자이언트들이 구축하는 가치

생태계 간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립성 

이슈가 가치생태계 간 상호호환성에 한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생태계 간 경쟁이 보장된다면 

과연 상호호환성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 으로 바

람직한 것인지에 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즉, 메

타 랫폼 사이의 경쟁만 유지된다면 이러한 립

성에 한 제약을 사 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랫폼연 의 

경우에는 경쟁의 양상이 랫폼서비스와 기존의 

온/오 라인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물론, 랫폼연  사이의 경쟁이 더 큰 비

을 가지겠지만,14) 그 과정에서 어떤 연 에도 참

여할 수 없는 소사업자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랫폼 립성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 의 하나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따른 기존 

공 자들에 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5. 결  론

ICT 발 은 통신 네트워크와 HW가 주도했던 

단계를 넘어 이제 랫폼서비스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랫폼서비스는 ICT에 기반한 다양한 융합

을 구 하면서 새로운 가치생산방식을 만들어 낸다. 

본 연구에서는 랫폼서비스의 여러 사례를 소개하

고 이로부터 랫폼서비스 생태계의 황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검토하 다. 한 생태계 구성(configu-

ration)과 가치생산방식(value production process)

상의 특징을 기 으로, 랫폼서비스 생태계 유형

을 네 가지로 구분하 다. 실의 랫폼서비스는 

으로 어느 한 유형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

며, 복합된 특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

념  유형화를 제공하는 것은 략  정책  시사

을 도출하는데 유용하다. 재 결제서비스 핀테

크(FinTech)를 로 들면, Apple이 지향하는 방식

은 메타 랫폼에 가깝고, 다음카카오의 략  

근은 랫폼연 에 가깝기 때문에 동일한 핀테크 

정책이 용되면 그 효과는 비 칭 일 것이다(즉, 

어느 한 생태계 유형에 상 으로 더 유리/불리할 

것이다).

한 가치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은 생태계 구

속(ecosystem lock-in)을 략  버리지로 삼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이 확장되고 

이될 가능성이 높다. 융합을 지향하는 랫폼서비

스의 성격과 참여자 간 략  선택으로부터 통

인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에 따른 지배력 

14) 한 랫폼연 와 메타 랫폼 가치생태계 간의 경

쟁도 주목할 만하다. 카카오페이와 Apple Pay의 

경쟁이 그 가 되겠다.



316 Dohoon Kim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도 가진다. 이로부터 립성

(neutrality) 이슈가 두된다. 앞으로, 립성 이

슈의 연장선상에서 랫폼서비스의 시장지배력 확

와 이에 해서는 새로운 근법도 개발되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 까지의 논의는 탐색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최우선

으로 본 논문에 제시된 개념  유형들이 실의 

생태계를 얼마나 제 로 구별해 낼 수 있는지를 

계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것이다. 

<Figure 2>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그래 이론을 

응용하면, 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념  유형들

의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는 지표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Nachira et al., 2007). 이러한 근법

이 성공을 거둔다면, 가치생태계의 특징을 반 하

는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계량

 모형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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