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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first develop a value ecosystem framework to model the SDP(Service Delivery Process) of web services. Since 

the web service has been evolving from the basic web architecture (e.g., traditional world wide web) to a prosuming 

platform based on virtualization technologies, the proposed framework of the value ecosystem focuses on capturing 

the key characteristics of SDP in each type of web services. Even though they share the basic elements such as 

PP(Platform Provider), CA(Customization Agency) and user group, the SDP in the traditional web services (so-called 

Web1.0 in this paper) is quite different from the most recent one (so-called Web2.0). In our value ecosystem, users 

are uniformly distributed over (0, ), where  represents the variety level of users' preference on the web service 

level. PP and CA provide a standard level of web service() and prosuming service package, respectively. CA in Web1.0 

presents a standard customization package() at flat rate  , whereas PP and CA collaborate and provide custom-

ization service with a usage-based scheme. We employ a multi-stage game model to analyze and compare the SDPs 

in Web1.0 and Web2.0. Our findings through analysis and numerical simul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user group 

is consecutively segmented, and the pattern of the segmentations varies across Web1.0 and Web2.0. The standardized 

service level  (from PP) is higher in Web1.0, whereas the amount of information created in the value ecosystem 

is bigger in Web2.0. This indicates the role of CA would be increasingly critical in Web2.0: in particular, for fulfilling 

the needs of prosuming and service customization.

Keyword：Web Service, Web2.0, Service Platform, Prosuming, Service Delivery Process, 

Service Customization, Value Ecosystem, Multi-Stage Game, Stakcelberg 

Equilibrium, Numerical Simulation

한국경 과학회지
제36권 제4호
2011년 12월



44 김 도 훈

1. 서  론

스마트폰, 스마트 TV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으로 인터넷은 개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맞춤

형 서비스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한 가

제품과 더불어 앱스토어나 웹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랫폼을 통해 개별  요구사항을 반 하

는 서비스가 창출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동

안 ‘개방형 신(open innovation), 사용자 참여, 집

단 지성, 인간 심의 IT서비스’ 등을 키워드로 하여 

구호로만 존재하 던 웹2.0 서비스가 스마트 시 를 

맞아 비로소 개화한 것으로 보인다. TGIF(Twi-

tter, Google, iPhone, Facebook)를 비롯하여 세

계 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열풍도, 본격

인 웹2.0 시 로 향하는 추세를 확인해 다.

웹2.0이라는 개념이 미래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움

직이는 핵심 동인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기술 으

로(descriptive) 소개하거나 련된 요소기술을 설

명하는 문헌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상을 경 ․

경제학  시각에서 체계 으로 분석한 연구는 의외

로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WWW(World Wide 

Web)으로 변되는 기존의 웹(이하 ‘웹1.0’으로 부

름)과, SNS, 클라우드(cloud) 서비스 등으로 뒷받침

되고 있는 웹2.0 서비스를 비교․분석한다. 특히, 웹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서비스 달과정(service deliv-

ery process)을, 경 ․경제학  에서 가치생태

계(value ecosystem)로 모형화하고, 이를 다단계 게

임(stage game)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웹2.0의 다양한 국면 에서 사용자별로 특화된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한 로슈 (prosuming) 랫폼

에 을 맞추며, 요 체계-정액제(flat rate) vs. 

종량제(usage-based rate)-도 고려할 것이다. 연구 

모형의 정립과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들

에 한 답을 찾을 것이다.

첫째, 웹2.0의 서비스 랫폼(Platform Provider, 

PP)이 제공하는 표 화된 서비스 수 (standardized 

service level)이 웹1.0의 그것에 비해 상승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하락하는가? 이러한 비교를 통해 클

라우드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PP가 웹2.0 가

치생태계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다.

둘째, 맞춤형 서비스(customized service)를 지향

하는 웹2.0에서 창출되는 정보량이 웹1.0에 비해 얼

마나 높을 것인가? 한 모형에서 정보량의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 라미터에 해서도 실험과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통해 알아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 다음 장에

서는 웹 서비스가 웹2.0으로 진화하는 과정과 실

 도 과제 등에 해 간단히 소개한다. 웹 서비스

를 둘러싼 가치생태계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한 

요소에 해서도 살펴본다. 제 3장은 웹1.0과 웹2.0

의 서비스 달과정의 차이 을 알아보고, 모형화를 

통해 각 웹 서비스 유형에서의 가치생태계를 정의

한다. 이 장에서는 한 다단계 게임을 도입하여 해

당 가치생태계 내 사용자 집단의 최 화 행태를 분

석한다. 제 4장은 웹 생태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참여자들의 최  의사결정에 해 분석하고, 

이에 큰 향을 미치는 모형의 마미터를 찾는다. 

모형의 복잡성으로 인한 수리  분석의 한계를 수

치  시뮬 이션(numerical simulation)을 통해 보

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

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면서 본 논문

을 마무리한다.

2. 웹의 진화

2.1 웹2.0은 없다?

불과 3～4년 에 ‘웹2.0’이란 화두가, 지 의 SNS

와 같은 유명세를 탄 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그나

마 웹2.0에 한 담론이 오늘날의 TGIF 시 를 개

척하는데 바탕이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물고 말았다. 그 이유를 문화

 차이와 사회․경제  여건 등에서도 찾을 수 있

겠지만, 경 ․경제학  에서 볼 때, 웹2.0이 가

치 창출에 기여한 국면이 서로 달랐다는 에서도 

구할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웹2.0이 제품․서비

스 생산에 한 비용 감이라는, 매우 구체 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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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의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웹2.0이 마

 측면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심지어 정치성이 

짙은 의미로도 활용되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웹

2.0이라는 개념을 구 하려는 과정에서 .com 기업

들의 창업비용이 크게 감되었으며, Linux로 변

되는 개방형 코드(open source) 등을 통해 S/W 뿐

만 아니라 H/W 가격도 크게 낮아졌다[17].

이에 반하여, 마  에서만 웹2.0을 근한 

사업자들에게 이는 별개의 마  채 로 인식되면

서 오히려 체 마  비용의 상승을 경험하기도 

하 다. NHN이나 Daum과 같은 우리나라의 표

인 포탈들도 콘텐츠 공유에 소극 이어서, 웹2.0

의 핵심 동력인 ‘참여와 공유를 통한 확산’은 한계

에 착하 다. 그 결과, 웹2.0을 지향하는 사업자들

도 형 인 형 오 라인 마 에 의존할 수밖

에 없게 되었으며, 웹2.0은 구호로만 머문 채 한국

형 TGIF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체되었다. 웹2.0의 

발 이 지지부진하면서 Wired紙는 심지어 ‘웹은 죽

었다(The web is dead. Long live the Internet)’라

고도 했다[8].1) 

1) 이에 한 근거로, 자들은 웹 트래픽이 체 인터

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 이, 2000년 이후 속

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3%에 불과하다

는 자료를 제시한다(그러나 웹 트래픽의  규모

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Anderson 

등의 주장은 실제로 웹 서비스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의 내용을 강조하려는 목

으로 보인다. 주로 텍스트 주의 콘텐츠 공유를 

목 으로 하던 인터넷이 음성을 넘어서 비디오를 

공유․배포하는 매체로 변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 기존의 방송, 음반, 출  등 콘텐츠 유통

을 통합하는 랫폼으로 부상하 다. 개방과 보편  

근을 추구하는 웹이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 PC에 합한 앱과, Google이나 Facebook 등의 

랫폼기반 서비스로 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SNS가 기존의 웹과는  다른 방식으로 차별화되

었음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에서 볼 때, 궁극

으로 요한 것은 콘텐츠이지 웹이나 앱과 같은 인

터페이스는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웹2.0 역

시 Anderson이 언 한 기존의 웹(웹1.0)과는 분명

히 다르며, 웹과 앱, UCC, SNS 등에서와 같이, 

랫폼기반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환경을 포

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향후 html5와 

같은 차세  웹의 기술  표 이 본격 으로 구

그런데 실 으로 볼 때, 완벽한 개방과 참여는 

원천 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신은 그 자체

가 ‘차별성(difference)’을 내포하는데, 차별성은 ‘차

별  선택(discrimination)’이라는 폐쇄성 없이는 불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안(security)에 

련된 폐쇄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TGIF에도 ‘폐쇄 ’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면들은 상당 부분 존재한다. 

를 들어, Facebook에는 내부 으로만 사용되는 이

메일시스템이 있으며, iPhone의 앱이 되려면 Apple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웹2.0도 이러한 실  제

약으로부터 완 히 탈피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인터

넷이라는 거  시스템이 확장되면서 보편성과 개방

성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놓을 수밖에 없다. 지난 

세기 인터넷은 WWW로 불리던, 실질 으로 단일

의 보편  수단을 통해 연결되었으나, 앞으로는 

TGIF의 여러 랫폼들로 그 연결 형태가 분화될 

것이다. 그 다면 웹2.0의 진정한 가치를 ‘개방과 참

여’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치 않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에서 제시된 과 최근의 

황을 반 하여 웹2.0에 해 다소 포 인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즉, 웹2.0은 기존의 웹이 진화한 형

태와 앱을 포함한 복합 응용 로그램(hybrid appli-

cation)이 서비스 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환경을 포

으로 지칭한다(각주 1도 참조). 웹2.0에서는 기

존의 OS(Operating System)에 종속 인 애 리

이션과, 웹과 OS가 하나로 묶여진 앱웹(app web) 

등이 공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웹2.0이 제공

하는 가치는, 사용자의 니즈(needs)에 따라 서비스

를 고객화(service customization)할 수 있는 유연한 

랫폼(기존의 WWW과 TGIF 랫폼 등을 모두 

포함하는)에 있다. 사용자가 서비스 생산에 참여한

다는 에서 ‘ 로슈 (prosuming)’이란 용어를 도

입한다면, 웹2.0은 로슈 을 한 랫폼을 제공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 

가치생태계(value ecosystem)를 구축한다. 웹2.0 가

되면 기존의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랫

폼 기능들은 랫폼기반 서비스로 통합되고, 가상화

(virtualization)  클라우드를 통해 PC용 OS도 웹

2.0으로 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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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생태계의 기본 구조와 구성요소에 해서는 다음 

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2.2 웹2.0 서비스 구성요소와 가치생태계

기존의 웹(웹1.0)을 심으로 한 가치생태계는(오

늘날의 웹 서비스 환경에 비해 상 으로) 폐쇄

이다. 이는 과거(스마트폰 이 의) 피쳐폰의 가치생

태계에도 해당된다. 를 들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Content Provider, CP)와 통신사 간 트

십은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기 해 넘어

야 할 장벽(entry barrier)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

되었다.

이에 반하여, 앞 에서 정의한 웹2.0의 핵심 키

워드- 로슈 과 서비스 랫폼 등-에 비추어 볼 

때, TGIF 서비스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둘러싼 앱웹 

가치생태계는 웹1.0의 그것과는 차별화된다. 이들 

서비스는 과거 피쳐폰 가치생태계와는 달리, 사용

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애 부터 서

비스의 랫폼화와 로슈  등을 지향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스마트 붐’에 따라 우리나라 사업자들도 

웹2.0의 핵심 키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폐쇄  운 방침에 따라 외

부로 빠져 나가는 트래픽을 막고자 했던 포탈

과 통신사들도 이제 자신의 시스템을 개방하고 경

쟁사의 서비스를 목하면서 사용자 니즈에 극

으로 응하고 있다. 를 들어, Naver는 2009년부

터 언론사가 직  편집하는 ‘뉴스캐스트’를 도입하

고, 개인 블로거에 의한 ‘오 캐스트’도 극 수용

하면서 변화를 이끌었다. Daum은 Google의 ‘Open 

Social’에 참여함과 동시에 MSN Window Live 메

신 에 자사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들은 한 경

쟁사가 제공하는 젯(widget) 콘텐츠도 수용하여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를 극 화하려고 한

다. 이메일에서도 POP/SMTP 기능을 개방하고 모

바일에 최 화된 IMAP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사용

자 상황에 맞춘 편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에서 

사용자는 더 이상 단순한 콘텐츠 소비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동  생산자로 가치 창출에 참여하

면서 로슈 이란 말을 실감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웹2.0을 보는 시각

은 다음과 같다. 먼 , 이러한 신이 단속 인 새

로운 기술(disruptive technology)에 의한 구조  변

화가 아니라, 사용자의 니즈에 한 극  인식과 

이를 충족시키기 한 최선의 기술(best technol-

ogy)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본다. 웹2.0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서비

스이고 기술로 인식될 수 있으나, 그러한 서비스와 

기술은 사실 이미 존재해왔던 것이다. 다만, 그 서

비스 달과정에서 각 주체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

다.2) 를 들어, 웹1.0에서 포탈은 인터넷 서비스에 

속하기 한 문의 기능을 담당할 뿐이었으나, 

웹2.0에서 포탈의 역할은 소셜 미디어로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문자나 동 상 정보를 송하면 사용

자가 가입된 모든 앱웹 커뮤니티의 정보가 갱신․

공유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웹 서비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공통된 

기능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먼 , 앱이나 웹 

등(포  의미에서) 웹 서비스 거래(transaction)의 

기  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존재한다. 우리

는 이러한 사업자를 PP(Platform Provider)라고 부

2) 이는 궁극 으로 ‘소통’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20]은(최소한 비즈

니스 에서) 웹2.0의 핵심 인 기능은 과거 이

메일로 변되는 웹1.0과는 다른 차원의 소통방식

을 제공하여 업(collaboration)의 효율성을 높이

는 것이라고 하면서, SNS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

다. 한 SNS가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

식으로 제공되면서 Jive의 역할의 요성에 해서

도 언 하고 있다. Jive는 본 고의 뒤에서 정의되

는 CA(Customization Agency)의 로서, 간단하지

만 다른 포탈이나 서비스와도 쉽게 연동되기 때문

에 웹2.0의 이념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사에서 Embarq사의 웹2.0을 통한 로젝트 리 

사례는(웹2.0에서 랫폼의 역량때문에) Jive와 같

은 CA가 쉽고 빠르게 고객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

스를 구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로슈 이 

결부된다면 더욱 효과 임을 잘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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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것이다. PP의 역할은(‘ 랫폼’이라는 용어가 의

미하는 바와 같이) 기본 이며 표 화된 서비스 기

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치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기능요소인 사용자는 PP를 통해 웹서비스에 

연결된다고 하자. 그런데 PP가 제공하는 표 화된 

서비스는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3의 공 자들이 존재

한다. 여기서는 이들을 하나의 의사결정 단 로 간

주하고, CA(Customization Agency)3)라고 부르기

로 한다. 

이러한 기능요소들은 웹1.0과 웹2.0에 모두 공통

인 것으로서, 웹생태계 구성상의 질 인 차이는 없

다. 그러나 기능요소들의 기능과 역할은 각각의 가

치생태계에서 다르며, 이에 따라 이들 간 상호작용

을 통해 웹 서비스가 공 되고 수요되는 방식도 달

라진다. 를 들어, 웹2.0 가치생태계에서는 앱웹 

랫폼을 바탕으로, 가상화(virtualization)를 통한 사

용자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

달과정에서 사용자는 PP가 제공하는 랫폼을 

로슈 의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고객화 니즈를 만

족시킨다. 재로써는 가상화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가 이와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운 된다. 다음 에

서는 웹생태계 모형을 통해 웹1.0과 웹2.0 가치생태

계에서 기능요소들의 역할과 서비스 달과정의 차

이를 보다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3. 모 형

이 은 웹1.0과 웹2.0에서의 웹 서비스 달과정

에 한 근본 인 차이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3) Kharif[15]는 웹 서비스를 이용한 융 분야에서 CA

의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즉, 개인이 처한 상황에 

합한 투자상담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Wealthfront, 

LearnVest, ETrade 등을 CA의 로 들 수 있다. 이

들 온라인 투자상담 회사는 개인에 맞춤화된 융 

․투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09년 융 기에 오히려 크게 성장하 다[15]. 

앞의 자는 최소한 재무․ 융 분야에서 차세  웹

의 역할은 이러한 개인화된 서비스에 을 맞추어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자의 가치생태계를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는 웹2.0을 규정하는 여러 국면 에서, 로슈 과 

련되는 서비스 고객화에 집 한다. 먼 , 로슈

에 련된 수요 모형(demand model)을 소개하고

(제 3.1 ), 서비스 달과정의 에서 웹1.0과 웹

2.0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을 수리모

형(mathematical model)으로 제시한다(제 3.2 ). 

3.1 웹서비스 수요 모형

사용자의 고객화에 한 니즈는 불편함(inconve-

nience)을 이는 것으로 변된다. 불편함은 사용

자의 개별  니즈에 맞추어 고객화되지 않았을 경

우, 사용자 스스로 추가 인 정보를 찾거나 서비스

를 튜닝(tuning)하는데 소요되는 기술  비용이나 시

간에 한 기회비용 등을 의미한다. 동종의 웹 서비

스에 하여 사용자마다 고객화 니즈는 서로 다르

며, 여기서는 이러한 차이가 균일분포(uniform dis-

tribution)에 따른다고 가정한다.

사용자는 포탈 등 PP(Platform Provider)에 의해 

주어지는 표 화된 서비스 수  s를 제로 자신이 

효용이 극 화되는 최  고객화 수  x*를 결정한

다. 이 경우, 사용자별 고객화 니즈를 나타내는 σi 와 

s의 차이에 따라 사용자 집단은 세분화될(segmen-

tized) 것이다. 특히, s보다 높은 수 의 서비스를 

원하는 그룹은 CA(Customization Agency)를 통해 

그 갭을 보완하고자 하며, 이를 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것이다. 사용자 니즈를 보완하는 방법

은 서비스 공 과 고객화 방식을 결정하는 서비스

달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식과 그림은 사용

자의 표  효용함수와 고객화 수 에 따른 사용

자의 반응을 도식으로 표 한 것이다.

Uk(x) = x․(2σk-x)    (1)

효용을 최 화하는 기본 인 반응행태는 동일하

지만, 사용자의 니즈가 충족되는 방식은 고객화 서

비스를 공 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에

서는 웹1.0과 로슈 에 기반한 웹2.0에서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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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 화 서비스 수 이 낮을 경우 (b) 표 화 서비스 수 이 높을 경우

사용자의 표  효용함수는 아래로 오목(concave)하며, 최  효용을 주는 라미터 σ는 균일하게 분포된 것으로 

가정한다. PP가 s 수 에서 표 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 집단은 크게 둘로 나뉜다. 어떤 세그먼트

(segment)는 σ ≤ s가 성립하여 기존의 서비스 수 에서 만족하는 사용자들의 집합을 나타내며((b) 참조), 다른 

세그먼트는 그 반 (σ ≥ s)의 경우로, 추가 인 서비스를 추구하는 집단이다((a) 참조). 후자의 경우 CA의 고객

화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신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존재한다(웹 서비스 유형별 고객화에 한 구체 인 

반응행태는 제 3.2   제 3.3 을 참조).

[그림 1] 웹 서비스 수요 모형

스 달과정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이에 따른 사용

자의 구체 인 반응행태의 차이([그림 1]도 참조)를 

도출한다.

3.2 웹 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달 과정과 가치 

생태계

기본 인 웹1.0 서비스는 사용자가 인터넷에 

속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를 해서

는 CA 서비스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인터넷 

속비용과 CA 서비스 이용료가 모두 정액의 가입비

(lump-sum flat rate)로 지불되는 것이 일반 이므

로, 모형에서도 웹1.0의 고객화 비용은 정액의 형태

를 가진다. 반면에 웹2.0에서는(앞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CA

에게 종량제(usage-based fee) 형태로 고객화 비용

이 지불된다고 가정한다. 요 체계(정액제와 종량

제)의 차이는 웹1.0과, 가상화에 기반한 웹2.0 간의 

차별화된 특징을 드러낸다[2, 9, 10, 13, 20, 23]. 최

근 웹2.0의 주요 트 드로 주목받고 있는 ICT 자원

의 가상화와 클라우드 컴퓨 이 달하는 핵심 인 

가치도 웹 서비스에 한 요 체계의 변화(정액제 

심에서 종량제로 이동)에 있다. 즉, 가상화와 클라

우드를 통해 ICT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ICT가 기․

수도․가스와 같은 공공서비스(public utility)처럼 

기능할 수 있다.4)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앞 에서 설명한 

웹기반 가치생태계의 서비스 공 방식을 웹 서비

스 유형별 서비스 달과정으로 도식화하여 표

한 것이다.

PP는 사용자 (service encounter)으로, 사용

자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량 Q(s)과 한 단 의 정보

에 한 한계가치(marginal value of information) 

4) 그러나 기․수도․가스 등의 서비스는 동질 인

데 반하여, ICT 서비스는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차

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서비스와 완

히 동일하지는 않다. 그래서 요즘에는 ‘smart’라는 

수식어를 붙여 굳이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를 들어, smart grid 등).



Web1.0과 로슈 기반 Web2.0 서비스 가치생태계 비교 1   49

[그림 2] 웹1.0 가치생태계와 서비스 달과정

[그림 3] 웹2.0 가치생태계와 서비스 달과정

m이 PP 편익(benefit)의 주요인이다. 웹1.0과 웹2.0

에서 창출되는 정보량은 서비스 달과정의 차이로 

인해 달라지는데, 이를 각각 Q1(s)와 Q2(s)로 구분

하자. PP의 비용요인으로 표 화된 서비스 수  s

를 제공하기 한 랫폼 구축과 운 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만을 고려한다. s(공  수 )와 PP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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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용자 규모에 따른 가변비용(variable cost)

은, 웹 서비스와 같은 정보재(information goods)에

서는 상 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일반 으로 무

시되며, 본 연구에서도 고려하지 않는다.

CA의 고객화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직  제공되

거나 PP를 통해 간 으로 제공되며, CA는 사용

자로부터 이에 한 수수료를 받는다. 웹1.0에서는 

CA가 사용자로부터 정액의 가입비 c를 받고, 오

라인이나 PP를 통해 표 화된 고객화 수 (standar-

dized customization level) sa만을 제공한다. 한편, 

웹2.0에서 CA는 가상화 기술과 클라우드의 도움으

로 단 비용 p의 종량제 형태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맞춤형 서비스를 공 한다. 웹1.0과 웹2.0에서 

CA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용자기반(installation base)

을 각각 G1(-)  G2(-)라고 할 때, 이들 크기는 해

당 생태계에서 창출되는 정보량에 향을 미친다

(Gi(-)의 구체  형태는 정리 1의 윗 문단을 참조). 

PP의 에서 볼 때, 웹 랫폼을 통해 실제로 유

입되는 정보량 Q1(-)  Q2(-)가 주요 수입의 원천

이다. 이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표 화된 서비스 수

 s와, 가치생태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CA의 

도움으로 창출되는 맞춤화된 서비스의 총량에 의존

한다. 이와 반 로, CA 역시 표 화된 서비스 수  

s를 기반으로 고객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

에 CA의 개발  운  등 제반 비용은 궁극 으로 

s에 의존한다.

웹 서비스 가치생태계별 서비스 달과정에 따라 PP 

 CA의 이익함수를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먼 , PP의 이익은 가치생태계에서 창

출되는 정보량에 비례하며, 그 정보량은 사용자가 

최종 으로 선택한 서비스 수 에 비례할 것이다. 

분석의 편의상 창출되는 정보량과 서비스 수 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즉, 비례상수 = 1). 이 경우, 

사용자가 창출하는 정보량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 σk ≤ s인 사용자 k는 s에 비례하는 정보량을 

창출하는 반면에, σk ＞ s인 사용자 k로부터는 s에 

더하여 사용자 k가(CA의 도움을 받을 경우) 추가

로 맞춤화한 만큼의 정보량이 창출된다. PP의 이익

은 사용자 집단이 창출한 정보량에 선형 으로 비

례하며(여기서 비례상수인 한계편익(marginal ben-

efits)을 m이라고 함), 표 화된 서비스 수  s의 공

비용에 비선형 으로 반비례한다. 보다 구체 으

로 아래의 이익함수를 가정한다.

ΠPPi.0 = m․Qi(s)-h․s2 (2)

여기서 i는 웹 서비스 유형을 나타내는 인덱스로, 1

이면 웹1.0을 2이면 웹2.0을 의미한다(이러한 인덱

스 사용법은 별다른 언 이 없는 이상 아래에서도 

계속 유지된다). 가치생태계에서 창출되는 정보량은 

Qi(s) = Ri(s)+Vi(s)이며, Ri(s)와 Vi(s)는 각각 σk ≤

s인 사용자 세그먼트와 σk ＞ s인 사용자 세그먼트

로부터 창출되는 정보량을 나타낸다. 이들은 PP로

부터 s가, 그리고 CA로부터 {c, sa} 혹은 p가 주어

지면 사용자의 서비스 수  최 화에 의해 결정된

다. m과 h는 각각 창출된 정보량이 주는 한계편익

과 한 단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소요되는 제

반 비용을 나타낸다.

N(W)를 집합 W의 크기(cardinality)라고 하고, 

Gi(-)를 웹i.0에서 CA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기반 규모라고 하자. [그림 1](a)와 같이 σk ＞ s인 

사용자를 상으로, 웹1.0에서 G1(-)는 c와 sa의 함

수일 것이며, 웹2.0의 G2(-)은 p에 의존할 것이다. 

아래 정리는 Gi(-)가 각각 G1(c, sa) = N({k | σk ＞ 

σ01})  G2(p) = N({k | σk ＞ σ02})로 결정됨을 보여

다. 한 시장 세분화(market segmentation) 구조

에 따라 PP와 CA의 이익함수 등은 서로 모순됨이 

없이 모형의 제반 가정에 정합 으로 잘 정의된다.

정리 1

(a) PP와 CA로부터 각각 s와 sa(웹1.0의 경우)가 주

어질 때, 사용자 집단은 [그림 4](a)와 [그림 4]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속  구간으로 세분

화(segmentation)되며, 이는 잘 정의된다(well- 

defined). 모든 경우에 σk ＜ s인 사용자 k는 σk

만큼의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러나 σk ≥ s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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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웹1.0에서의 사용자 집단 세분화      (b) 웹2.0에서의 사용자 집단 세분화

[그림 4] 사용자 집단의 세분화(Segmentation)

용자 집단의 세분화는 웹1.0과 웹2.0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b) 웹1.0의 경우, CA가 제공하는 표 화된 고객화 

수  sa가 U보다는 작고,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c가   ＜ sa-s를 만족한다고 가정하자. 

σ01 = s+보다 작은 σk 값을 가지는 사용자는 

s만큼의 서비스를 사용한다. σk가 σ01보다 크고 

sa보다 작은 사용자는(자신에게 최 의 수 인) 

σk의 서비스를 사용한다. sa보다 큰 σk를 가진 

사용자는 CA에 가입하여 sa만큼의 서비스를 사

용한다.

(c) 웹2.0의 경우, σ02 = s+p/2보다 작은 σk 값을 가

지는 사용자는 PP에 의해 주어지는 s 만큼의 

서비스를 사용한다. σ02보다 에 치한 사용자

는 xk* = σk-p/2의 서비스를 사용한다(즉, σk- 

p/2-s 만큼 로슈 한다).

증명)

웹1.0의 경우, σk가 각각 [s, sa]  [sa, U] 구간에 

속할 때, Uk(σk)-Uk(s)와 Uk(sa)-Uk(s)는 모두 σk에 

해 증가한다. 실제로 Uk(σk)-Uk(s)와 Uk(sa)-Uk(s)

를 σk에 해 미분하면 각각 2(σk-s)  2(sa-s)이며 

이들은  해당 구간에서 모두 양(+)의 값을 가진

다. 따라서 [s, sa] 구간에서 Uk(σk)-Uk(s) = c인 사

용자의 치는 σ01 = s+로 유일하게 결정된다. 

σ01보다 큰 σk를 가지는 사용자는 CA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

에 CA 서비스를 구입하여 자신의 효용을 최 화하

는 만큼(σk) 사용한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sa, U] 

구간에서   = {(sa-s)․(sa+s)+c}/2(sa-s)보다 작은 

치에 있는 사용자는 CA로부터 얻는 편익 Uk(sa)- 

Uk(s)가 이를 한 비용 c보다 작기 때문에 CA에 

가입하지 않고 s만큼의 서비스를 사용하며, 보다 

큰 치의 사용자는 CA에 가입하여 sa만큼의 서비

스를 사용한다. 그러나 가 sa보다 크기 해서는 

  ＞ sa-s를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정리⒝의 조

건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sa, U] 구간은 둘로 분할

되지 않으며, 이 세그먼트에 속하는 사용자들은 CA

에 가입하여 c의 비용을 지불하고 sa만큼의 서비스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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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에 한 분석도 웹1.0과 비슷하다. 먼 , s에

서 한계효용이 p보다 작은(즉, Uk’(s) ＜ p) 사용자

는 CA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다. 정

리의 σ02가 바로 (s가 주어졌을 때) 한계효용과 p가 

일치하는 사용자 치이다. 그런데 앞에서 정의한 

효용함수는 오목함수이기 때문에 Uk’(s) ＞ p인 사

용자는 σ02보다 큰 σk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s, U] 

구간은 σ02를 기 으로 양분된다. 한 CA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용자는 Uk’(x) = p가 

되는 수 까지 고객화를 시도하는 것이 효용을 극

화하는 의사결정이 된다. 이러한 최 화에 따른 

서비스 수 이 정리에서 제시된 xk
*이다. 그리고 효

용함수가 오목하므로, p ＞ 0인 이상, 간값 정리

(mean value theorem)에 의해 σ02부터 s 범 의 상

한(U)까지 모두 xk
*에서 최  서비스 수요량이 결정

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xk
*는 항상 σ02보다 크

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 집단 세분화는 잘 정의된

다. Q.E.D.

웹1.0  웹2.0에서 사용자 집단의 세분화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정리에 따라 G1(c, sa)

과 G2(p)는 각각 U-σ01(s, c, sa)  U-σ02(s, p)로 정

리된다. PP의 에서 요한 Qi(-)는  그림에

서와 같은 서비스 사용량을 바탕으로 정의된다. 이

를 구체 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  L과 U를 

특정한 값으로 고정시키자. 이러한 제한은 모형에 

한 설명과 분석의 질 인 측면을 크게 해치지 않

으면서 가독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하의 논의에서는 

L = 0  U = Δ로 고정한다. 이제 Qi(-)를 정의하

는 식 (3)은, 웹 서비스 유형별로 서비스 사용량  

형태의 핵심  특징이 각각의 정보창출량에 반 되

도록 구성된다. 식 (2)’는, PP의 이익함수를 일반

으로 정의한 식 (2)에 식 (3)의 Qi(-)를 입하여 다

시 정리한 것이다.

Q1(s) = s
2/2+s․(Δ-s)              (3-1)

       +{(sa-σ01)/2+Δ-sa}․(sa-s)

      = s2/2+s․(Δ-s)+{(sa-s- )/2 

         +Δ-sa}․(sa-s)

Q2(s) = s
2/2+s․(Δ-s)+(Δ-σ02)․(Δ-s)/2   (3-2)

     = s2/2+s․(Δ-s)+(Δ-s-p/2)․(Δ-s)/2

ΠPP1.0 = m․{s2/2+s․(Δ-s)+[(sa-s- )/2  (2’-1)

       +Δ-sa]․(sa-s)}-h․s2

ΠPP2.0 = m․{s2/2+s․(Δ-s)+(Δ-s-p/2)    (2’-2)

        ․(Δ-s)/2} -h․s2

s가 주어질 때, CA의 이익함수는 웹1.0과 웹2.0의 

경우에 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여기서 함수 hai 

(-)는 웹i.0에서 CA가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 하는데 소요

되는 제반 비용을 나타낸다. 웹1.0의 경우, 서비스 제

공에 따른 수입과 비용은 가입자 기반 G1(-)에 비

례하며 c와 ha1(-) 각각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과 한계비용(marginal expense)을 나타낸다(c는 CA

의 의사결정변수임). 한 표 화된 고객화 수  sa

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구 을 한 시스템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는 ha1(sa) = ha1․sa으로 가정

한다(우변의 ha1은 비례상수로 외생 으로 주어짐).

웹2.0에서는 웹 랫폼을 통해 종량제 형태로 서비

스가 제공되며, 제반 비용은 CA의 가입자 기반 G2(p)

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사용자 k로부터 CA

가 얻는 수입은, k가 가격(p)을 고려하여 최 으로 

맞춤화한 정도(xk-s)에 단 가격 p를 곱한 값이다. 

CA의 가입자 기반 G2(-)는 하나의 세그먼트 [σ02, Δ]

로 규정되기 때문에([그림 4](b) 참조), CA의 총수

입은 G2(-)상에서 p․(xk-s)의 총합이다.

πCA1.0 = (c-ha1(sa))․G1(c, sa)    (4-1)

      = (c-ha1․sa)․(Δ-s- )

πCA2.0 =∫G2 p․(x(p)-s) ds - ha2․G2(p)   (4-2) 

         (G2 ≡ {s | σ02 ≤ s ≤ Δ})

= {p․(Δ-s-p/2)-2ha2}․(Δ-s-p/2)/2

3.3 다단계 게임모형

앞 에서 소개한 사용자  공 자 모형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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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요소의 의사결정변수를 심으로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서비스 랫폼인 PP의 경우 표 화된 

서비스 수  s가 의사결정변수가 된다.  다른 공

자인 CA는, 웹1.0의 경우에는 정액제의 가입비 c

와 표 화된 고객화 수  sa를, 웹2.0의 경우에는 종

량제하에서 단 가격인 p를 결정한다. 웹1.0에서는 

한 sa가 외생 으로(exogenously) 주어지는 경우

도 고려할 것이다. 사용자는 PP가 제공하는 표 화

된 서비스 수  s에 비추어 볼 때, CA의 맞춤형 서

비스를 추가로 구입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즉, 사용

자는 s와 {c, sa}(웹1.0의 경우)  p(웹2.0의 경우)

가 주어질 경우, 자신의 효용을 극 화하는 고객화 

수  x*를 결정한다. 웹1.0에서는 정액제에 의해 x*

는 s, sa, σk 의 하나일 것이나, 웹2.0의 경우 사용

자가 종량제를 고려하여 자신만의 차별화된 고객화 

수  xk
*(≠σk)을 결정할 수 있다(정리 1).

웹 서비스 가치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PP, CA, 사

용자) 간 의사결정과정은 상호의존 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들의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을 다단계 게임

(multi-stage game)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한다. 게

임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먼 , 첫 번째 단계에

서는 PP가 표 화된 서비스 수  s를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CA가 c 혹은 {c, sa} 조합(웹1.0의 

경우)  p(웹2.0의 경우)를 결정한다. 마지막 단계

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맞춤형 서비스 수 을 결

정한다(경우에 따라서는 주어진 s에서 만족하여 추

가 인 고객화 노력을 포기할 수도 있다).

다단계 게임모형의 통상 인 분석은 마지막 단계

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3단계에 해서는 앞 에서 

PP  CA의 이익함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시장 

세분화를 규정하면서 이미 분석을 끝냈다(정리 1 

참조). 따라서 다음 에서는 1단계  2단계에 

한 분석을 심으로 한다. 

상  단계의 게임은 PP와 CA의 상력  시장

지배력(market power)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체

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P가 CA에 비해 우

에 있는 경우를 Stackelberg 게임으로 모형화하

고 분석할 것이다. 이 경우, PP가 리더(leader)가 되

고 CA가 추종자(follower)가 되므로, 1단계와 2단계

에서 각각 PP와 CA가 순서 로 의사결정을 한다. 

양자가 동등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PP와 

CA간 의사결정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동시

진행형(simultaneous move) 게임도 이론 으로 가

능하며 사실상 분석이 보다 용이하다. 그러나 재 

시장 환경과 기술을 고려할 때, 동시진행형 게임보

다는 Stackelberg 유형의 게임이 실에 더 가깝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후자를 다룬다. 실제로, 웹1.0

의 경우 PP는 CA에 비해 우 에 있는 경우가 많은

데, 포탈이 PP의 역할을 하고 보안서비스를 CA를 

통해 제공받는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웹2.0의 경

우에도, Google이 PP의 역할을 하고 CA가 자신이 

리하는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LBS(Location Based 

Service)를 제공할 때, PP가 상력 측면에서 우

에 있다고 보는 것이 실 이다.

4. 분석  제

4.1 사업자 게임 분석

1단계  2단계에서 PP와 CA의 최  의사결정

에 한 분석을 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한

다고 하자：2(Δ-s) ＜ ha1+√[ha1․(ha1+4s)] … [조

건 a]  (Δ-s)2 ≥ 3․ha2 … [조건 b]. 먼 , [조건 

a]는 웹1.0에서 CA의 표 화 고객화 수 이, 그 상

한(upper bound)인 Δ를 과하지 않기 한 조건이

다. 이 조건은 최상  단계에서 PP의 표 화된 서

비스 수 이 충분히 크거나(즉, s ≈ Δ), CA의 서비

스 비용이 클 경우 충족된다.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CA의 최  표 화 고객화 수  sa
*는 Δ

일 것이다. [조건 b]는 웹2.0에서 p에 하여 3차 함

수가 되는 CA의 이익함수가 실수(real number)의 

극 값을 가지도록 하는 조건이다(웹2.0의 경우에 

한 증명을 참조). [조건 b]를 해석하면, 이는 사용

자 집단이 분포한 범 (Δ ≡ U-L)가 충분히 넓어서 

표 화된 서비스 수 에서 효용이 극 화되지 못하

는 많은 사용자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 앞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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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1에서 함의된 바와 같이, 웹2.0에서 CA가 부과

할 수 있는 p의 상한은 2․(Δ-s)로 주어진다(이 제

약조건은 σ02 ≤ Δ로부터 도출된다).

정리 2

(a) 웹1.0에서 sa
*와 c*가 모두 내생 으로(endogeno-

usly)으로 결정되는 경우：먼 , [조건 a]가 만

족된다고 하자. PP의 표 화된 서비스 수  s가 

주어질 때, CA는 양(+)의 값을 가지는 표 화 

고객화 수 (optimal level of standardized cus-

tomization) sa
*와 정액의 가입비용(flat rate sub-

scription fee) c*를 모두 결정한다. 이 경우, [조

건 a]를 만족하는 내부해(interior solution) sa
*

와 c*가 존재한다면 각각 (Δ-s)2/ha1  (Δ-s)2 

을 만족해야 한다[내부해의 필요조건]. 한 sa
*

가 실행가능 역(feasible region)  하한(lower 

bound)인 s 혹은 상한(upper bound)인 Δ를 취

할 때, c*는 (Δ-s)2보다 작거나(sa
* = s일 경우) 

커야(sa
* = Δ일 경우) 하며 다음 등식도 만족해야 

한다[경계해(boundary solution)의 필요조건].

c
*
 = 










         

⋯  
  


        

⋯  
  

(b) 웹1.0에서 sa가 외생 으로(exogenously) 주어

지는 경우：CA의 c
*
는 아래와 같다.

c
*
 = 
  



(c) 웹2.0에서 [조건 b]와 p가 취할 수 있는 값에 

한 제약조건이 만족될 때, CA의 최  가격 p*는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p* = 
   

증명)

3단계에서 웹1.0과 웹2.0에서의 사용자 최 화 행

태는 모두 식 (4)에 이미 반 되어 있다. 이제 웹1.0

에서 표 화된 고객화 수 과 정액 가입비가 모두 

내생 으로 결정될 경우에 sa는 다음의 조건을 만

족해야 실행가능(feasible)하다：즉, s ≤ sa ≤ Δ. 

이 경우, CA의 최 화 의사결정은 아래의 비선형계

획법(non-linear programming)의 최 해를 찾는 것

이다. 

maximize  (c-ha1․sa)․(Δ-s- )     (4’-1)

   subject to  s ≤ sa ≤ Δ

              sa, c ≥ 0

먼 , [조건 a]가 만족된다고 하고, c* = 0이며 sa
* 

= s 혹은 = Δ인 경우(즉, c  sa가 경계해을 가지

는 경우)를 ‘제외한’ 내부해(interior solution)를 살

펴보자. Kuhn-Tucker 필요조건의5) 상보여분(com-

plementary slackness) 조건들로부터 제약식들(s ≤ 

sa  sa ≤ Δ)에 응되는 라그랑지 변수들(La-

grange variables) 혹은 잠재가격들(shadow prices)

은 모두 0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Kuhn- 

Tucker 조건인 sa․∂Z(sa, c)/∂sa = 0으로부터 정

리의 c*를 도출할 수 있다. c*가 결정되면 sa
*는 두 

번째 Kuhn-Tucker 조건(c․∂Z(sa, c)/∂c = 0)으

로부터 결정된다.

c* ≠ 0이나 sa
* = s 혹은 = Δ인 경계해를 가지는 

경우, 상보여분 조건들로부터 c* ≤ (Δ-s)2(sa
* = s의 

경우)이거나 c* ≥ (Δ-s)2 (sa
* = Δ의 경우)이어야 한

다. sa
*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 Kuhn- 

Tucker 필요조건인 c․∂Z(sa, c)/∂c = 0에 해당되

는 sa
*를 체하고 c에 한 방정식을 풀면, c*는  

정리에서와 같이 얻어진다.

웹1.0에서 sa가 외생 으로 주어질 경우, 식 (4-1)

의 πCA2.0은 c만의 함수이므로, 이를 c에 해 미분

한 뒤 극 화 1계조건(First Order Condition, FOC)

을 만족하는 c*를 구하면 정리와 같다. 한 극 화 

5)  비선형계획법의 제약식이 단순하므로 Kuhn-Tuc-

ker 자격조건(constraint qualification)이 만족되며, 

Kuhn-Tucker 정리로부터 구해지는 해는 극 화를 

한 필요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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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조건(Second Order Condition, SOC)은 ∂2π1.0(c)/ 

∂c2 = -(ha1sa+3c)/4이며, 이는 모든 c에 해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SOC 역시 만족한다.

웹2.0의 경우도 식 (4-2)를 p에 해 미분하여 π2.0

을 극 화하는 해를 찾으면  정리의 최  가격 p*

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π2.0 함수가 p에 한 양(+)

의 3차함수이고, [조건 b]에서 p에 한 도함수

(derivative)는 별식이 양의 값을 가지는 2차함수

이므로, 극 화 FOC를 만족하는 실근(real root)은 

2개가 존재한다. 이 에서 의 가정과 SOC까지 

만족하는 p*는 정리에서와 같이 결정된다. p*는 양

의 값을 가지며, 상한인 2․(Δ-s)보다 작기 때문에 

잘 정의된다. 한 2․(Δ-s)는 σ2.0 도함수의 가장 

큰 실근이기 때문에 p에 해 주어진 제약조건에서

도 p*는 유일한 최 해이다. Q.E.D.

정리 2에 따르면, 웹1.0의 경우 CA가 공 하려는 

표 화된 고객화 수 (sa
*)과 정액의 가입료(c*)는 

모두 사용자 집단의 다양성(Δ)이 증가하면 같이 증

가하고, PP에 의해 제공되는 표 화된 서비스 수

(s)이 증가하면 감소함을 알 수 있다(이는 정리 2 

(a)와 (b)의 sa
*와 c*를 각각 Δ와 s에 해 미분하여 

그 부호(sign)를 살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웹

1.0에서는 PP의 표 화된 서비스 수 이 증가함에 

따라 CA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웹2.0의 경우, s의 크기에 따른 CA의 최  가격

수  p*는 [조건 b]에서 항상 양(+)의 실수다. 한 

[조건 b]가 만족되고 Δ ≥ s+2일 때에는 웹1.0

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집단의 다양성이 증가하

면 p*도 증가하지만(즉, ∂p(Δ)/∂Δ ＞ 0),  부등

식이 반 인 구간에서는 오히려 하락한다(즉, ∂p 

(Δ)/∂Δ ＜ 0). 따라서 웹1.0과는 달리 종량제를 채

택한 웹2.0에서 CA의 가격정책은 사용자 집단의 다

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감소하지만 특정 

문턱값(threshold, 여기서는 s+2 ) 이후에는 증

가하는 ‘U’-자 모양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한 

p*는 문턱값 Δ-2를 경계로 하여, 이 보다 작은 

PP의 표 화 서비스 수 에 해서는 반비례하지

만(즉, ∂p(s)/∂s ＜ 0), 이 보다 큰 구간에서는 비

례 으로 증가한다(즉, ∂p(s)/∂s ＞ 0).

요약하면, 정리 2로부터 CA의 최 화 행태는 웹

1.0과 웹2.0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자의 경우 가격정책(c*)은 사용자 집단의 다

양성과 PP의 표 화된 서비스 수 의 변화에 해 

CA는 일 된 반응을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 그 반

응(p*)은 문턱값을 기 으로 상반되는 방향을 보이

면서 ‘U’-자 모양을 취한다. Δ와 s와 같은(CA의 입

장에서는) 외부 라미터가 문턱값을 과한 구간

에서 가격수 (p*)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CA에게 유

리하다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에 한 니즈가 높은 

사용자 세그먼트(high-end segment)에 집 하여 높

은 부가가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박리다매(薄利多
賣)형 략보다 더 큰 이익을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를 들어, s가 문턱값인 Δ-2를 넘었다는 

것은 PP의 표 화된 서비스 수 이 이미 충분히 높

다는 것이며, 이는 CA가 활동할 여지를 그만큼 제약

하는 것이다. 이 게 s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CA

가 오히려 고객화 서비스에 한 단 가격을 높여서 

이윤마진을 높이려는 경향을 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게임모형의 최상  단계에 

있는 PP의 행태를 분석하자. PP의 최  의사결정에 

해 보다 엄 한 분석을 해 m = 1로 고정하고 

그 행태를 살펴본다.6) 정리 3은 PP가 Stackelberg

형 리더일 때 최 으로 표 화된 서비스 수 (s*)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소개한다. 그런데 게임이 여

러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최상  단계에서의 PP의

(재구성된, revised or augmented) 이익함수는 복잡

한 구조를 취하기 쉽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엄 한 

분석은 제한 으로만 가능하다. 즉, 웹1.0과 웹2.0에

서 PP 이익함수는 다항함수(polynomial function)가 

6) 한계편익 m을 비록 1로 고정하 으나, 한계비용 h

에 해서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라미터의 

상  크기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제한되

지는 않는다. 따라서 m = 1로 고정하는 것이 연구 

결과의 용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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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기 때문에 s에 한 도함수 역시 다항함수

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분을 통해 FOC와 SOC

를 만족하는 명시해(closed form solution)를 찾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다만, 웹1.0과 

웹2.0에서 각각 sa와 라미터 ha2에 한 특별한 제

약을  경우에는 명시  최 해를 구할 수 있다. 

를 들어, sa가 외생 으로 주어지는 상황에서(정

리 2-(b) 참조) 일부 라미터를 특정한 값으로 제

한한 경우에 해서는 수리  분석이 가능하며, 아

래 정리 3은 이러한 상황을 제로 한 분석 결과이

다. 따라서 정리 3이 용되는 범 는 제한 일 것

이나, 최소한 앞의 정리들과 연 되어 PP의 행태를 

추론하는데 도움을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제 

4.2 의 제와 실험을 통해 아래 정리로부터 얻어

지는 질  함의(qualitative implications)가 유효함

을 보일 것이다.

정리 3

(a) 웹1.0 가치생태계에서 sa가 ha1․sa = a․(Δ-s)2

를 만족하면서 ‘외생 으로’ 주어질 때(a는 양의 

비례상수), PP의 최  표 화 서비스 수  s*는 

A․(Δ+sa)/(2․A+4․h)로 결정된다. 여기서 상

수 A ≡ {⅓․(1 +√[3a+1])}2이며, Δ ≥ A․sa 

/(A+4h)를 만족한다고 하자. 한 sa가 내생

으로 결정되는 값(정리 2 참조)과 동일한 수

에서 ‘외생 으로’ 주어진다면 s* = (Δ+sa)/(2+ 

4h)이다.

(b) 웹2.0 가치생태계에서 ha2 = (Δ-s)
2/3일 때, PP

의 s* = Δ/(3h+1)로 결정된다. 

증명)

웹1.0의 경우, 우선 식 (2’-1) P의 sa와 c를 정리 

2에서 제시한 CA의 최  의사결정 sa
*와 c*로 체

함으로써 P를 s만의 함수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

데 sa가 내생 으로 결정되는 경우의 P는 s에 한 

다항함수가 아니어서, 그 일반해를 명시 으로 구

할 수 없다. 다만, sa가 외생 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해서만 s*를 도출할 수 있다. Δ와 sa  h 등의 

라미터가  정리의 조건들을 만족할 때, 정리 2에

서(sa가 외생 으로 주어지는 경우) c*는 {A․(Δ 

-s)}2로 단순화된다. 이때 ∂Π1.0(s)/∂s는 s에 한 

선형의 단조감소 함수가 되고, 이 도함수에서 s의 계

수는 음(-)이 되므로, FOC와 SOC를 만족하는 s*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s*는 한  조건에서 실행

가능(즉, s* ≤ 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를 들어, a 

= 1(즉, A = 1)의 경우, s* = (Δ+sa)/(2+4h)이다. sa

가 정리 2에서 제시한 sa
*와 동일한 값에서 외생

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도 와 동일한 방식으로 s*

를 구할 수 있다. 즉, 앞에서 A = 1일 때와 동일한 

c*를 얻게 된다.

웹2.0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 (2’-2)에서 p를 

정리 2의 p*로 체함으로써 PP의 이익함수 Π를 

오로지 의사결정변수인 s에 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식을 s에 해 미분한 뒤, ha2 = (Δ-s)
2/3 

로 고정하면 FOC와 SOC를 만족하는 s*는  정리

와 같고, 이는 언제나 Δ보다 작다(즉, 실행가능하

다). Q.E.D.

(비록 특수한 경우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정리 3

에 근거하여 추론하면, 웹1.0 가치생태계에서 사용

자 집단의 다양성(Δ)과 외생 으로 주어지는 표

화된 고객화 수 (sa)이 증가함에 따라 PP의 최  

표 화 서비스 수 (s*)도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웹2.0의 경우에도(비록 ha2를 특정 값에 고정시킨 

경우이지만) Δ의 증가는 s*를 높인다. 정리에서 제

시된 웹1.0과 웹2.0에 한 결과를 그 로 직  비

교할 수는 없으나(최 한 공정한 비교가 되도록 환

경을 설정한 상태에서) 웹2.0의 표 화된 서비스 수

과 웹1.0의 그것의 차이(s2
*-s1

* 혹은 s2
*/s1

*, 여기

서 si
*는 웹i.0에서 PP의 최  표 화 서비스 수

임)는 (Δ-sa)/(6h+1)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sa  h가 작을수록 웹2.0의 표 화된 서비

스 수 이 웹1.0에 비해 클 가능성이 높다. 다음 

에서는 hai를 동일한 수 으로 하는 등, 공정한 비교

가 가능한 라미터를 선정하고 몇 가지 시나리오

를 도입하여 만든 제들을 가지고 의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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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4.2 실험  분석

본 에서는 몇 가지 를 통해 에서 분석한 

내용을 검하고, Δ, hai, h 등의 라미터가 웹생태

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먼 , 정리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단계 게임에서 최상  

의사결정자인 PP의 최  의사결정의 일반  명시

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래 몇 가지 시나

리오에 해 수치해법(numerical method)으로 그 

해를 계산할 수는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의 

수치해법 기능의 도움을 받아 라미터 변화에 따

른 사업자들의 최  의사결정 패턴을 알아본다. 특

히, 분석이 제한 이었던 PP의 표 화 서비스 수

(s)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웹생태계를 통해 

창출된 정보량을 계산한다.7) 

먼 , hai = hai = 50  h = 2로 설정하고 Δ를 30

에서 130까지 변화시켰을 때, 정리 2의 [조건 a]와 

[조건 b]가 모두 만족된다. 이 경우, 각 웹생태계에

서 PP의 표 화된 서비스 수 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웹1.0

에서 PP가 제공하는 표 화 서비스 수 은 웹2.0의 

그것에 높으며([그림 5](a)), 그 차이는 Δ가 증가할

수록(즉, 사용자 집단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차 

확 된다([그림 5](b)). 이러한 결과는 웹2.0의 개념 

 우리의 직 과 잘 맞는다. 즉, 웹1.0의 경우 CA

의 서비스가 제한 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해 PP의 역할이 확 되어야 

하는 반면에, 웹2.0의 경우 로슈 을 한 CA의 

7) 다른 의사결정 주체(CA  사용자)의 최  행태는 이

미 정리 1과 정리 2로부터 일반 인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실험을 통해 다시 보일 필요는 없

다. 를 들어, 정리 2에 따르면, 웹1.0에서 CA의 최  

표 화된 고객화 수  sa
*와 정액의 요  c*는 라

미터 Δ에 해 증가한다. 이는 sa
*와 정액의 요  c*

를 Δ에 해 미분하여 그 부호를 살펴 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의 실험에서

는 정리 3에서 임의의 라미터에 해 분석이 어

려웠던 PP의 s*에 집 한다.

고객화가 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 이 더 크

기 때문에 PP가 제공하는 기본 인 서비스 수 은 

최소한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웹2.0에서도 PP의 역

할이 감소하지는 않으며 꾸 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 의 분석에서 상했던 바

와 일치한다.

웹1.0에서의 서비스 표 화가 웹2.0에 비해 높지

만, 창출되는 정보량은 오히려 웹2.0에서 더 많다. 

이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웹2.0에서 고객화

를 통해 창출되는 정보량이 웹1.0에 비해 월등히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웹2.0에서의 CA의 역할은 

웹1.0에 비해 요하며, 사용자들은 종량제 형태의 

요 체계에서도 CA의 맞춤형 서비스를 극 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화에 기반한 클라우

드 서비스와 같이 종량제 형태로 고객화에 을 

맞추는 서비스의 망을 밝게 한다.

그러나 사용자 집단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창출되는 정보량의 상  격차는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b) 참조). 결론 으로, 웹2.0에서 

CA의 역할을 통해 창출되는 정보량은 으로 

웹1.0에 비해 크지만, 그 한계  증분(marginal in-

crement)은 차 감소한다. 이는 정리 1의 [그림 4]

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상해 볼 수 있었다. [그림 

4]에서 웹2.0에서 추가 으로 창출되는 정보량은 

(크게 보아) 웹1.0의 표 화된 고객화 수 (sa)보다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 세그먼트(

략 max{sa, σ02}～Δ)에 가장 큰 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창출하는 정보량의 한계  증분

(s-p/2)은 웹1.0의 그것(s)보다 작다.

PP의 표 화 서비스 수 과 웹생태계에서 창출되

는 정보량의 상  차이에 해 다른 라미터가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하여 Δ = 100으로 고

정하고, hai를 각각 40에서 60까지 변화시켜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 웹1.0과 웹2.0에서 

CA의 비용구조 변화가 서로 다른 향을 보인다. 

[그림 7](a)에서는 ha1이 증가함에 따라 PP의 서비

스 표 화의 상  크기(s1/s2)가 크게 지만, [그

림 7](b)에서는 ha2 증가에 따라 이 비율이 큰 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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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웹1.0  웹2.0에서의 표 화 서비스 수           (b) 웹2.0 비 웹1.0 서비스 표 화 비율

[그림 5] PP의 표 화 서비스 수 (s)의 변화：Δ의 변화에 따라

 

     (a) 웹1.0  웹2.0에서 창출되는 정보량             (b) 웹1.0에 한 웹2.0의 정보량 비율

[그림 6] 웹생태계가 창출하는 정보량의 비교

로 감소하지 않는다.8) 한 상  정보량의 차이

(info1.0/info2.0)에 있어서는 s의 상  비율보다는 미

미한 변화를 보인다. 결론 으로, 비용구조보다는 사

8) 그림에서는 변화가 일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척

도(scale) 때문에 그 변화가 잘 보이지 않을 뿐이며, 

실제로 hai 변화에 따라 단조 으로 감소한다. 이는 

정보량의 상  비율(그림의 ‘+’ 표시)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그림은 ha1의 변화가 ha2의 변화에 비

하여, 최소한 표 화 서비스 수 에 해서는 더 

큰 향력이 있음을 보여 다.

용자 집단의 다양성이 웹생태계 참여자의 최 화  

체 시스템의 행태에 보다 큰 향을 미친다.

5. 결  론

지 까지 웹2.0의 핵심을 로슈 을 통한 서비스 

고객화로 규정하고, 기존의 웹(웹1.0)  웹2.0에서

의 서비스 달과정과 가치생태계 모형을 개발하

다. 한 주어진 모형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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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웹1.0에서 CA 비용구조(ha1)의 변화         (b) 웹2.0에서 CA 비용구조(ha2)의 변화

[그림 7] CA의 비용 변화의 향

으로 진행되는 다단계 게임을 따른다고 할 때, 각 

의사결정 주체의 최 화 행태에 해 분석하고 비

교하 다. 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 본문의 정리들은 웹1.0에서 PP가 제공하는 

표 화 서비스 수 (s)이 웹2.0의 그것에 비해 클 

것으로 상하고 있으며, 실제로 실험 결과는 이러

한 상을 지지하 다. 그런데 웹2.0에서도 s는 사

용자 집단의 다양성(Δ)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 으

로 증가하는데, 이는 PP가 웹2.0 가치생태계에서 담

당하는 역할이 결코 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 맞

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웹2.0에서 창출되는 정보

량이 웹1.0에 비해 크다는 실험 결과는, 웹1.0과 웹

2.0에서 CA의 요 체계-정액제 vs. 종량제-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CA의 역할은 웹2.0에서 보다 요

하며 사용자들 역시 맞춤형 서비스에 해 충분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표 화와 정보량의 차이에 향을 미치는 

주요 라미터는 Δ인데, 그 상  격차는 Δ가 증

가함에 따라 어든다. 이는 사용자의 다양성이 웹

2.0 성장에 한계를 부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볼 때, 웹2.0 가치생태계에

서도 PP가 로슈 을 한 서비스 랫폼으로서 

기능한다면 그 향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한 웹2.0에서 창출되는 정보량의 상당 부

분이 CA의 도움을 받는 맞춤형 서비스라는 결과는, 

클라우드 컴퓨 과 같은 가상화기반 서비스에 한 

망을 밝게 한다. 이러한 서비스가 구 됨에 따라 

PP와 CA가 웹2.0 가치생태계에서 담당하게 될 니

치가 구체 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미래 웹생태

계에서 랫폼사업자(우리나라의 포탈 등)의 향후 

역할에 한 략  비 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모형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에서는 가상화기반 웹2.0에서 창출되는 사용자 후

생이 기존의 웹 생태계와는 어떻게 다를 것인지를 

고찰한다. 한 웹2.0의 로슈  요소를 강조하

기 하여, 사용자 스스로 맞춤화된 정보를 창출하

는 노력(과 이에 한 비용)  기술  요인 등을 

추가하여 모형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클라우드와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에서 앱웹 

서비스가 고객화 니즈의 다양성을 수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 과 도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좀 더 구

체 으로 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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