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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6년 한국의 통신 시장에는 통신사의 획을 긋

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다. 5월 중순경 SKT가 세

계 최초로 HSDPA 상용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하였

고, 6월 30일에는 SKT와 KT 양사 모두 WiBro 상

용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였으며, KTF의 경우는 

SKT의 뒤를 이어 본격적인 HSDPA 상용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하였다. 이와 같은 신규 통신 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내 정보통신 환경은 더욱 더 치열한 경

쟁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iBro와 

HSDPA 두 서비스의 경우 그 관계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두 서비스가 서로 경

쟁 관계이면서 완벽한 대체성을 보일 수도 있고, 서

비스 특성 및 기술 특성의 차이를 들어 서로 보완하

는 보완재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개인용 휴대 인터넷의 개념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기술이 개발되고 본격적인 상용화를 개시한 WiBro

의 경우 기술 개발 초기부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예

측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의 수요예측은 시

장에서 WiBro 상품만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전망

되었다. 그렇지만 초기의 수요예측 시점에 가정하였

던 여러 가정들이 구체화되고, 정보통신 환경도 변

화함에 따라서 이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요예

측이 필요하므로 본 고에서는 현재 통신시장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로 WiBro와 HSDPA의 상호 관

계를 고려하여 WiBro 서비스의 가입자 수요예측을 

수행하였다. 과거에 여러 가지 가정 하에서 이루어

졌던 WiBro 서비스의 수요예측에 비해 보다 명확하

고 구체적인 수요예측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WiBro 

산업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수요예측 방법론 

1. 기존의 수요예측 방법론 

1960년대 Bass[1]는 신제품 수요에 대해 소비

자를 혁신자 집단과 모방자 집단으로 나누어 수요를 

분석하는 확산 모형을 제시하였다. 

1970년대 이후 계량 경제학과 마케팅 분야에서 

혁신 확산 모형화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었는

데, 주로 모수 추정이나 모형의 신축화, 서비스 대

체, 동태적 측면에서 Bass 모형을 개량하고 확장하

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Bass 모형은 시장을 총체적으로 서술하는 특징

을 가진다. 전형적으로 측정되는 변수는 시점 t까지 

상품을 구입하는 채택자들의 수이며, 주로 관심을 

가지는 변수는 개별 고객보다는 시장 전체의 반응이

다. 그러나 혁신을 채택하는 결정은 개개인이 다르

기 때문에 모든 잠재 채택자들은 주어진 기한 안에 

상품을 채택하는 확률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이런 잠재적 개별 채택자들이 상품을 채

택하는 관점을 고려하여, 전체 시장 수준에서 상품

을 채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

한 관점에서 개인 수준에서의 채택 결정을 나타내는 

모형을 개발하려는 일련의 연구가 Oren & Sch-

wartz[2], Lattin & Roberts[3] 등에 의해 시도되

었다.  

경쟁을 고려한 확산모형의 경우 Dolan and Jeu-

land[4]에 의해 두 기업간의 경쟁이 고려된 수요예

측 모형이 최초로 제시되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

에 대해 가지는 절대적인 우위를 가격 탄력성과 두 

제품간의 대체성, 가격 차이 등으로 표현하여 이를 

잔여 잠재 수요와 곱한 형태로 한 시점에서의 수요 

증가분을 정의하였고, Ueda[5]의 연구에서는 일본

의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 

 

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의 약

어로 W-CDMA를 확장한 고속 패킷통신 규격, W-

CDMA나 CDMA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WiBro: 이동중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 Wireless Broadband의 줄임말이다. 

주파수 대역은 2.3GHz, 서비스 대역폭은 1Mbps 정

도이다. 

 용 어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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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의 수요예측을 위해서 Bass 모형을 확장한 

경쟁 모형을 제시하였다. Bass 모형에서의 혁신적 

요인과 모방적 요인 외에, 경쟁 제품에 의한 감소 요

인을 고려하여 모형을 수립하였다. 

다세대 확산 모형의 경우 Kim, Chang and 

Shocker[6]가 한 카테고리 안에서의 대체 효과뿐

만 아니라 여러 카테고리간의 상호작용(intercate-

gory effect)을 고려한 수요예측 모델을 개발하였

다.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도 기술적 진보(tech-

nical generation)를 고려한 분석 모델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모형으로 홍콩과 한국의 무선통신 시장 

데이터에 적용하여 무선호출기, 아날로그 이동전화, 

디지털 이동전화, 무선 전화 서비스의 카테고리 간 

경쟁과 카테고리 내에 기술적 진보가 각 서비스들의 

점유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분석하였다. 

전이모형의 경우 이명호 등[7]이 IMT-2000 서

비스 시장 전망에 대한 연구에서 기존 이동전화 서

비스와 IMT-2000을 다세대 모형 적용이 가능한 대

체 관계로 가정하고, Markov 전이모형을 사용하여 

IMT-2000 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 모형을 제시하

였다.  

2. 본 연구에서의 수요예측 방법론 

기존의 WiBro 가입자 수요는 시장에서 WiBro 

상품만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전망되어 왔다. 

HSDPA 등 WiBro와 유사하거나 경쟁이 가능한 상

품의 출시가 되는 상황에서 개별서비스를 별개로 취

급하여 접근하는 기존의 수요방법론은 신뢰도가 떨

어지며, 기술 발전에 따라 대체, 경쟁과 같은 유사 

서비스간 상관관계가 변할 때, 수요 변화를 반영하

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유

사 서비스를 고려한 전이-확산 혼합 모형을 제시하

였다. 

전이-확산 혼합 모형은 WiBro와 HSDPA 서비

스가 시작되는 시점과 WiBro와 HSDPA가 경쟁 관

계로 전환되는 시점의 전후를 기준으로 WiBro와 

HSDPA 서비스 개시 이전 시점, WiBro, HSDPA 서

비스 개시 이후 두 서비스가 보완 관계인 시점, 경쟁 

관계를 이루는 시점 등 3개의 시간 구간별 모형을 

결합하여 수요예측 모형을 수립하였으며, 모형에서

의 기호는 <표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F(t): t시점에서 잠재 고객이 실제로 특정 서비스

에 가입할 누적 확률 

m: 해당 서비스의 잠재 고객 규모. 시점 t의 특정 

서비스의 가입자 규모는 mF(t)로 결정됨 

N(t): 시점 t까지 특정 서비스에 대한 누적가입자 수 

τ1: WiBro와 HSDPA 서비스 개시 시점 

τ2: WiBro와 HSDPA 경쟁관계 시작 시점 

Pij(t): 시점 t에서 i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j서비

스로 전이할 누적 확률을 나타내는 전이 함수  

Sij: 연구 대상 기간 동안 i서비스에서 j서비스로 

전환할 전이율의 포화치  

수요예측 모형에서 일반적인 신제품 수요 확산이 

S자형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에서도 기존의 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확산 모

형을 적용하며, 또한 신제품 수요예측 모형 구축 시 

기존의 서비스 가입자가 새로운 서비스로의 전이 과

정도 기존의 확산 모형과 유사할 것으로 추론되어 

이에 기존의 이동전화 서비스에서 WiBro와 HSDPA

로의 전이 모형을 S자형 형태의 로지스틱 함수로 추

정하였다. τ1 시점과 τ2 시점 전후로 세 구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요예측 모형을 수립할 수 있다. 

가.  t < τ1 경우: WiBro, HSDPA 서비스 개시  
이전 시점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서비스의 

통계치를 이용하여 기존 가입자 추이를 일반적인  

<표 1> 서비스 기호 정의 

기호 서비스 

0 이동전화 전체 서비스 

1 IS-95 계열, CDMA2000 1X 서비스 

2 CDMA2000 1X EV-DO 

D 데이터 전송 가능한 이동전화 서비스 

W WiBro 서비스 

H HSDPA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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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s 확산 모형에 적용하여 수요예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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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 전체 누적가입자 수 N0(t)는 WiBro나 

HSDPA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아닌 기존의 IS-

95 계열, CDMA2000 계열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

로 한다. N1(t)는 기존 CDMA2000 1X 및 이전 서비

스 누적가입자 수 데이터를 Bass 곡선이나 로지스

틱 함수 같은 S자형 곡선에 적합시켜 추정하였고, 

이동전화 사용자 전체의 잠재 고객 수 m0는 기존 이

동전화 시장 전체 가입자가 2006년 11월 말 기준으

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4천3백만 명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잠재 고객 수로 가정하였다. 

나. τ1 ≤ t < τ2 경우: WiBro, HSDPA 서비스 시작부
터 경쟁관계 시작 전까지의 기간 

서비스 시작 초기에는 사용 가능한 단말기 및 세

부 제공 서비스의 제약과 서비스 제공 지역의 차이

로 인해 WiBro와 HSDPA가 보완관계를 이룰 것으

로 예상되므로 이 시기에는 WiBro와 HSDPA에 동

시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기존 이동전화 수

요를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보유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로 양분하고, 전이 모

형을 통해 기존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들이 

HSDPA로 이동하여 가입하는 모형으로 정의한다. 

WiBro 가입자는 전이 모형을 통해 기존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HSDPA 가입자가 이동하여 형성되는 것

으로 모형화 하였으며, 수요예측은 (3)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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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서 P1H(t), P1W(t), PHW(t)는 (4)와 같다. 

)exp(1
)(

)exp(1
)(

,
)exp(1

)(

)exp(1
)(

,
)exp(1

)(

22

2
2

1

1
1

22

2
2

1

1
1

tba
StP

tba
StP

tba
StP

tba
StP

tba
StP

HWHW

HW
HW

WW

W
W

aWW

W
W

HH

H
H

aHH

H
H

++
=

++
=

++
=

++
=

++
=

            (4) 

ND(t)는 HSDPA 서비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N2(t)
와 NH(t)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HSDPA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 NH(t)는 N1(t)와 N2(t)에 해당하는 가

입자의 전이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그리고 N1(t)와 N2(t)에서 NH(t)로 전이한 고객 수

를 N1(t)와 N2(t)에 다시 반영하지 않았다. WiBro 서

비스 누적 가입자 수 NW(t)는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

와 HSDPA 가입자의 서비스 전환 가입으로 형성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점 t에서 i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j서비스로 전

이할 누적 확률을 나타내는 전이 함수 Pij(t)는 S자형 

형태를 가지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로지스틱 함수로 가정하였다. 로지스틱 함수의 

(2)

WiBro 

HSDPA

PHW(t)

CDMA2000 1X 
이전 서비스 

CDMA2000  
1X EV-DO 

P1W(t) 

P1H(t) 

P2W(t) 

P2H(t) 

t 

Sij 

Pij(t) 
t 

N2(t)

t 

N1(t)

(그림 1) WiBro와 HSDPA가 보완관계일 때 수요예측
모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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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a와 b에 의해 구체적인 S자형 모양이 결정된

다. τ1 ≤ t < τ2 시간 범위에 대해 제한된 모형이므로 τ2
시점에서 Pij(t)가 도달할 최대값을 SiH, SiW, SHW로 각

각 정의하였고, 이 전이 확률의 최대값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전이 함수 Pij(t)의 모수는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

과를 통해 추정하였으며, 모형에 대한 개념도는 (그

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 τ2 ≤ t 경우: WiBro와 HSDPA가 경쟁관계인 경우 

WiBro를 지원하는 핸드셋 단말기가 출시되고, 

VoIP를 통해 음성 통화가 가능해지면 HSDPA와 경

쟁관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WiBro와 HSDPA가 

경쟁관계에 있을 때에는 두 서비스를 동시에 가입하

는 가입자가 없으며, 두 서비스 사이에 점유율 잠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WiBro와 HSDPA

가 경쟁관계에 있을 때, 점유율 잠식 효과를 포함할 

수 있게 WiBro와 HSDPA 전이 모형을 수정하여 정

의하며, 이 시기의 WiBro와 HSDPA의 수요는 (5)

와 같이 수식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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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 qWH(t), qHW(t)는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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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1

)(

tdc
Stq

tdc
Stq

HWHW

HW
HW

WHWH

WH
WH

++
=

++
=

           (6) 

WiBro와 HSDPA의 경쟁관계가 시작되면 두 서

비스 사이의 전이 확률을 나타내는 Pij(t)도 기존과는 

다른 모수를 가지는 새로운 전이 확률 P′ij(t)로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qWH(t)와 qHW(t)는 각각 t시점에 

WiBro 서비스에서 HSDPA로, HSDPA에서 WiBro 

서비스로 고객이 전이할 확률로 정의하였다. 이 기

간의 수요예측 모형은 (그림 2)와 같은 개념도로 나

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이-확산 혼합 모형

의 모수 추정방식은 <표 2>의 세 방법을 통해서 수

행하였다.  

Ⅲ. WiBro 및 HSDPA 서비스 시장  

수용도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무선 LAN, HSDPA, WiBro 등 

광대역 무선 인터넷 속성을 보유한 다수의 유사 서

WiBro 

HSDPA

qWH(t)

CDMA2000 1X 
이전 서비스 

CDMA2000  
1X EV-DO 

P'1W(t) 

P'1H(t) 

P'2W(t) 

P'2H(t) 

t 

Sij 

Pij(t) 
t 

N2(t)

t 

N1(t)

(그림 2) WiBro와 HSDPA가 경쟁관계에 있을 때 수요
예측모형 개념도 

qHW(t) 

 
<표 2> 모수 추정 방식 

기존서비스 
가입자 수 
시계열자료

데이터가 존재하는 CDMA2000 1X 이전 서비
스와 CDMA2000 1X EV-DO 서비스에 대해
서는 가입자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N1(t) 
및 N2(t)와 관련된 모수를 추정 

전문가  
대상 설문 

서비스간 전이율 Pij(t)가 연구 대상 기간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최대값 Sij는 개별 가입자의 선
호와 관련된 모수가 아니므로 업계 및 관련 연
구소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
해 추정 

일반인  
대상 설문 

특정 시점의 서비스간 전이율 Pij(t)는 가입자의 
개별 선호와 관련된 모수이므로 일반인을 직
접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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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존재하는 현 시장 상황에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니즈 및 서비스 가입에 대한 고객 성향을 파

악하는 것이며, WiBro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소비

자들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의 기본 데이

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조사 설계 및 응답자 Profile 분석 

전체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55.4%

로 ‘여자’(44.6%)에 비해서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20대’와 ‘30대’가 3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는 ‘10대 후반’과 ‘40대’가 각각 20.0%를 차지하

고 있었다. 

직업별 분포는 ‘사무직’이 28.8%로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생’(18.6%), ‘대학(원)생’(16.7%)의 순으

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포는 ‘대졸(대학원 재학 포

함)’이 4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 

이하’가 30.4%를 차지하고 있었다. 

거주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가 21.2%를 차

지하고 있었으며, 전국에 걸쳐 고르게 응답자가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 결과 요약 

응답자는 <표 3>과 같이 현재 이동 통신 서비스

를 이용하는 전국 15세~49세 사이의 남녀 1,000명

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

말기 회사, 사용기간, 교체 예정시기, 월 이용요금, 

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용 여부 및 만족도, WiBro, 

HSDPA 서비스 호감도 및 인지도ㆍ이용 의향 등 총 

50여 개의 문항을 설문 조사하였으며, 기본적인 설

문 문항 및 수요예측과 관련 비중이 높은 몇 개의 설

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설문 응답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회

사로는 <표 4>에서 보듯이 SKT가 5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KTF(31.1%), LGT(14.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이동통신 3개 회사

의 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결과이다. 연령별로 살펴

보면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SKT 이용자가 많았고, 

KTF는 10대 후반, LGT는 30~40대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 이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제조 회사(브

랜드)로는 ‘삼성 애니콜’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팬택앤큐리텔(SKY 포함)’, ‘LG 싸이언’이 뒤를 잇

고 있었다. 

응답자 1,000명 중 WiBro 서비스를 들어보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9.4%로 과반수 이

상을 차지하였으며,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자는 

40.6%로 나타났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000

명 중 164명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WiBro 서비스 가입 시 중요 고려사항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비중 높은 사항은 서비스 요금(58.1%)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전송 속도(20.5%), 이동 편

 
<표 3> 조사 설계 

조사대상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15~49세 
사이의 남녀 

자료수집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on-line survey) → e-mail recruiting 

조사지역 전국 

표본크기 총 1,000명 

표본 추출법 
유의할당추출법(purposive quota sampling)
→ 성ㆍ연령별 할당 

자료수집기간 
2006년 11월 8일~2006년 11월 20일(13
일간) 

 
<표 4> 세부 집단별 현 이용 이동통신 회사 비교 

(단위: %)

SKT KTF LGT 
구분 

54.3 31.1 14.6 

남자 54.0 31.6 14.4 
성별

여자 54.7 30.5 14.8 

10대 후반 42.0 46.5 11.5 

20대 56.7 31.0 12.3 

30대 55.0 27.3 17.7 
연령

40대 62.0 21.5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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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11.8%), 서비스 가능 지역(7.1%), 콘텐츠 종류

(2.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서비스 요금을 중요 고려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

큼 WiBro 서비스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서는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응답자 중 91.4%가 현재 고정형 인터넷 서

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정형 

인터넷 서비스와 비교해서 WiBro 서비스가 가격 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금 수준이 고정형 인터

넷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으로는 ‘월 3만 원대 이하’

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월 

4~5만 원대’가 33.0%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69.8%)이 ‘월 5만 원

대’ 이하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다(<표 5> 참조). 

나. WiBro 서비스 이용 의향 분석 

실제 WiBro 서비스의 월평균 적정 요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싸다고 

생각되는 가격의 응답자 평균은 15,430원, 비싸다

고 생각되는 가격의 응답자 평균은 35,440원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표 7>에서와 같이 97.5%가 ‘3만 

원대 이하’의 요금 수준을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WiBro 서비스 요금은 가

입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이용 가능 요

금이 일반적인 통신 요금에 대한 지출에 따라 비례

한다고 가정하면, WiBro 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능 

요금은 월평균 이용 요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3만 원대 이하’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집단별 WiBro 서비스 호

감도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표 8>에서 월

평균 이동전화 사용요금 수준이 높을수록 WiBro 서

 
<표 5>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비교                                (단위: %)

구분 3만 원대 이하 4~5만 원대 6~9만 원대 10~14만 원대 15~19만 원대 20만 원 이상 

전체 36.8 33.0 19.4 8.2 1.8 0.8 

 

<표 6> WiBro 서비스 월평균 적정요금                             (단위: 원)

구분 싸다고 생각되는 가격 비싸다고 생각되는 가격 너무 비싸서 이용이 불가능한 가격 너무 싸서 이용이 꺼려지는 가격

전체 15,431.37 35,440.74 54,962.85 7,276.61 

 

<표 7> WiBro 서비스 월평균 적정요금 비율                          (단위: %)

구분 3만 원대 이하 4~5만 원 6만 원대 이상 

전체 97.5 1.9 0.7 

 

<표 8> WiBro 서비스 호감도 비교 –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별 

전혀 
호감이 없다 

별로 
호감이 없다

보통이다 
약간 

호감이 있다
매우 

호감이 있다 
호감률 
(Top2) 

5점 평균
구분 

% % % % % % 점 

전체응답자 2.2 12.5 30.0 43.7 11.6 55.3 3.50 

3만 원 이하 2.4 15.8 29.6 44.0 8.2 52.2 3.40 

4~5만 원 2.1  9.7 31.8 44.2 12.1 56.4 3.55 

6~9만 원 3.1 12.9 28.4 43.3 12.4 55.7 3.49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10만 원 이상 -  9.3 28.7 41.7 20.4 62.0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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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대한 호감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이 높은 집단은 월 통신요

금에 대한 지출 가능 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판단되

며, 이중 월평균 10만 원대 이상 이동전화를 사용하

는 집단의 무선 인터넷 이용 비용은 약 67%로 높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집단에 비해 보다 저렴

한 무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WiBro 서비스에 대

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WiBro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에 대한 설문 결과

는 <표 9>와 같이 호감도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

를 보이며, 호감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이용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별 집단에 대한 WiBro 서

비스에 대한 호감도 및 이용 의향에 대한 설문 결과

를 종합해 살펴보면, WiBro 서비스의 적정 이용 요

금은 3만 원대 이하가 알맞은 것으로 생각되며, 월 

평균 이동전화 요금이 높은 집단일수록 WiBro 서비

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유형별로 WiBro 서비스 호감도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CDMA 1X 

이하 단말기 사용자의 WiBro 서비스에 대한 호감률

(Top2)은 57.6%, EV-DO 단말기 사용자의 WiBro 

서비스에 대한 호감률(Top2)은 55.1%로 나타났으

며, 5점 척도로 나타낸 평균은 각각 3.52와 3.51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용의향에 대한 결과는 <표 11>과 같이 EV-

 
<표 9> WiBro 서비스 이용 의향 비교 -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이용 의향률(Top2) 5점 평균
구분 

% % % % % % 점 

전체응답자 3.1 10.5 41.1 37.6 7.7 45.3 3.36 

3만 원 이하 3.3 13.6 45.9 34.8 2.4 37.2 3.20 

4~5만 원 3.3 9.7 40.0 37.3 9.7 47.0 3.40 

6~9만 원 3.1 10.3 37.1 38.7 10.8 49.5 3.44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10만 원 이상 1.9 2.8 35.2 46.3 13.9 60.2 3.68 

 

<표 10> WiBro 서비스 호감도 비교 - 단말기 유형별 

전혀 
호감이 없다 

별로 
호감이 없다

보통이다 
약간 

호감이 있다
매우 

호감이 있다 
호감률 
(Top2) 

5점 평균
구분 

% % % % % % 점 

전체응답자 2.2 12.5 30.0 43.7 11.6 55.3 3.50 

CDMA 1X 이하 2.4 11.6 28.3 46.4 11.2 57.6 3.52 

EV-DO 2.4 12.5 30.0 42.1 13.0 55.1 3.51 
단말기 
유형 

모름/무응답 - 17.4 39.5 36.0 7.0 43.0 3.33 

 

<표 11> WiBro 서비스 이용 의향 비교 - 단말기 유형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이용 의향률(Top2) 5점 평균
구분 

% % % % % % 점 

전체응답자 3.1 10.5 41.1 37.6 7.7 45.3 3.36 

CDMA 1X 이하 2.6 10.4 42.0 37.7 7.3 45.0 3.37 

EV-DO 3.5 10.6 38.3 38.5 9.0 47.5 3.39 
단말기 
유형 

모름/무응답 3.5 10.5 50.0 32.6 3.5 36.0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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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단말기 사용자가 조금 높게 보였지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유형별 WiBro 서비스의 호감도나 이용 

의향률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CDMA 

1X 이하 단말기 사용자의 교체 수요로 인한 호감도

나 이용 의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교

체 수요에 따른 WiBro 서비스 호감도나 이용 의향

률의 관계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DMA 1X 

이하 사용자의 교체 수요는 현재 3G 또는 3.5G 서

비스 등에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수준임에도 EV-DO 단말기 사용자

의 WiBro에 대한 이용 의향률(Top2)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무선 인터넷 사용 비중이 높을

수록 WiBro 서비스의 이용 의향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휴대폰의 무선 인터넷 이용률은 47.9%로 나타났

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의 월평

균 이용 횟수는 41.8회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른 

WiBro 서비스 호감도는 <표 12>와 같다. 

휴대폰 무선 인터넷 이용 집단의 WiBro 서비스

에 대한 호감률(60.5%)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호감

률(50.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의향

도 <표 13>과 같이 49.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WiBro 서비스에 대한 높은 

호감률이나 이용 의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WiBro 서비스가 무선 인터넷 보다 요금이나 

속도 등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서울에 WiBro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표 14>

와 같이 WiBro 서비스 이용(가입) 의향률은 39.2%, 

5점 척도 기준 평균 3.08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점 척도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3.21점)이 

여성(2.9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폰 무선 인터

넷 이용자의 이용 의향(3.18점)이 비이용자의 이

용 의향(2.99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었다.  

WiBro 커버리지가 서울시, 수도권(경기, 인천) 

전역 그리고 광역시인 경우에 <표 15>와 같이 Wi-

Bro 서비스 이용 가입 의향률은 10.5%로, 5점 척도 

기준 평균 2.22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경우의 

응답자는 WiBro 커버리지가 서울시 전역인 경우에 

서비스 가입 의사가 전혀 없거나 별로 없는 경우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해석에 있어 주의

가 필요하다. 즉, WiBro 커버리지가 광역시까지로 

확대된 경우의 전체 설문 응답자의 WiBro 서비스 

가입률은 앞서 WiBro 서비스 커버리지가 서울시 전

 
<표 12> WiBro 서비스 호감도 비교 – 무선인터넷 이용여부 

전혀 
호감이 없다 

별로 
호감이 없다

보통이다 
약간 

호감이 있다
매우 

호감이 있다 
호감률 
(Top2) 

5점 평균
구분 

% % % % % % 점 

전체응답자 2.2 12.5 30.0 43.7 11.6 55.3 3.50 

이용 0.8 11.1 27.6 48.6 11.9 60.5 3.60 무선인터넷
이용여부 비이용 3.5 13.8 32.2 39.2 11.3 50.5 3.41 

 

<표 13> WiBro 서비스 이용 의향 비교 – 무선인터넷 이용여부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이용 의향률(Top2) 5점 평균
구분 

% % % % % % 점 

전체응답자 3.1 10.5 41.1 37.6 7.7 45.3 3.36 

이용 1.0 8.1 41.3 39.7 9.8 49.5 3.49 무선인터넷
이용여부 비이용 5.0 12.7 40.9 35.7 5.8 41.5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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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 경우에 서비스에 가입할 의사가 있었던 가입자

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WiBro 커버리지가 전국 84개 시 지역으로 확대

된 경우 <표 16>과 같이 WiBro 서비스 이용(가입) 

의향률은 14.6%로, 5점 척도 기준 평균 2.36점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역시 WiBro 커버리지가 광역시

까지인 경우에 서비스 가입 의사가 전혀 없거나 별

로 없는 경우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

문에 WiBro 커버리지가 전국 84개 시까지로 확대

된 경우의 전체 설문 응답자의 WiBro 서비스 가입

률은 앞서 WiBro 서비스 커버리지가 서울시 전역인 

경우와 광역시까지 확대된 경우에 서비스에 가입할 

의사가 있었던 가입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5점 척도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2.42점)이  

<표 14> 커버리지별 WiBro 서비스 이용 의향 – 서울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이용 의향률(Top2) 5점 평균

% % % % % % 점 구분 

8.7 20.7 31.4 32.4 6.8 39.2 3.08 

남자 8.1 18.4 27.8 35.7 9.9 45.7 3.21 
성별 

여자 9.4 23.5 35.9 28.3 2.9 31.2 2.92 

3만 원 이하 9.2 27.2 33.2 28.3 2.2 30.4 2.87 

4~5만 원 8.8 17.0 32.7 33.0 8.5 41.5 3.15 

6~9만 원 9.3 20.6 26.8 34.0 9.3 43.3 3.13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10만 원 이상 5.6 10.2 29.6 41.7 13.0 54.6 3.46 

1X 이하 8.6 19.1 32.0 33.8 6.5 40.3 3.11 

EV-DO 9.5 22.5 29.1 31.0 8.0 39.0 3.06 
단말기 
유형 

모름/무응답 5.8 20.9 39.5 31.4 2.3 33.7 3.03 

이용 7.3 19.0 30.5 34.9 8.4 43.2 3.18 무선인터넷 
이용여부 비이용 10.0 22.3 32.2 30.1 5.4 35.5 2.99 

 

<표 15> 커버리지별 WiBro 서비스 이용 의향 – 광역시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이용 의향률(Top2) 5점 평균

% % % % % % 점 구분 

20.1 49.7 19.7  9.5 1.0 10.5 2.22 

남자 20.4 52.4 16.3  9.5 1.4 10.9 2.19 
성별 

여자 19.7 46.9 23.1  9.5 0.7 10.2 2.24 

3만 원 이하 15.7 56.7 18.7  9.0 -  9.0 2.21 

4~5만 원 25.9 48.2 17.6  7.1 1.2  8.2 2.09 

6~9만 원 22.4 39.7 22.4 12.1 3.4 15.5 2.34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10만 원 이상 17.6 35.3 29.4 17.6 - 17.6 2.47 

1X 이하 19.9 50.7 22.8  5.1 1.5  6.6 2.18 

EV-DO 21.5 46.7 15.6 15.6 0.7 16.3 2.27 
단말기 
유형 

모름/무응답 13.0 60.9 26.1  0.0 0.0  0.0 2.13 

이용 14.3 50.0 23.8 11.1 0.8 11.9 2.34 무선인터넷 
이용여부 비이용 24.4 49.4 16.7  8.3 1.2  9.5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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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2.30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와 마찬가지로 

휴대폰 무선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의향(2.65점)이 

비이용자의 이용 의향(2.17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

났다. 

HSDPA 서비스와 WiBro 서비스 동시 가입 의향

률은 <표 17>에서 보듯이 32.4%로, 5점 척도 평균 

3.0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5점 척도 평균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3.13 

점)이 여성(2.94점) 대비 다소 높은 가입 의향률을 

보이고 있고,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이 높을수록 동

시 가입 의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집단의 가입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16> 커버리지별 WiBro 서비스 이용 의향 - 84개 시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이용 의향률(Top2) 5점 평균

% % % % % % 점 구분 

15.1 51.2 19.0 11.7  2.9 14.6 2.36 

남자 12.1 55.1 15.9 12.1  4.7 16.8 2.42 
성별 

여자 18.4 46.9 22.4 11.2  1.0 12.2 2.30 

3만 원 이하 12.4 51.5 22.7 12.4  1.0 13.4 2.38 

4~5만 원 17.5 50.8 14.3 12.7  4.8 17.5 2.37 

6~9만 원 16.7 55.6 19.4  5.6  2.8  8.3 2.22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10만 원 이상 22.2 33.3 11.1 22.2 11.1 33.3 2.67 

1X 이하 13.5 53.1 18.8 12.5  2.1 14.6 2.36 

EV-DO 16.3 48.9 19.6 12.0  3.3 15.2 2.37 
단말기 
유형 

모름/무응답 17.6 52.9 17.6  5.9  5.9 11.8 2.29 

이용  6.2 48.1 27.2 11.1  7.4 18.5 2.65 무선인터넷 
이용여부 비이용 21.0 53.2 13.7 12.1  0.0 12.1 2.17 

 

<표 17> 세부 집단별 HSDPA & WiBro 서비스 동시 가입 의향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이용 의향률(Top2) 5점 평균

% % % % % % 점 구분 

4.4 22.8 40.5 27.9  4.5 32.4 3.05 

남자 5.6 19.1 38.0 31.4  6.0 37.4 3.13 
성별 

여자 2.6 28.2 44.1 22.6  2.4 25.0 2.94 

3만 원 이하 6.7 28.1 40.4 23.2  1.8 24.9 2.85 

4~5만 원 3.9 22.3 43.6 27.3  2.8 30.1 3.03 

6~9만 원 2.9 19.0 33.9 36.2  8.0 44.3 3.28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10만 원 이상 2.0 15.7 43.1 28.4 10.8 39.2 3.30 

1X 이하 3.9 21.7 40.2 29.5  4.6 34.1 3.09 

EV-DO 4.7 23.9 40.4 25.8  5.2 31.0 3.03 
단말기 
유형 

모름/무응답 5.8 23.2 42.0 29.0  0.0 29.0 2.94 

이용 4.0 22.0 39.8 29.0  5.2 34.2 3.09 무선인터넷 
이용여부 비이용 4.8 23.6 41.1 26.7  3.8 30.5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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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WiBro 서비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절차 

정의한 모형에 따라 전문가 대상 설문과 일반인 

대상 설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별 가입자의 선

택에 관련된 모수는 일반인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모수는 전문가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전문가 설문은 ETRI에서 선정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일반인 

설문의 경우는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에 의뢰하여 인

구 비례에 따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결과 및 이동전화 가입자 데이터를 모형 정

의에서 설정한 함수에 적합시켜 각종 모수를 추정하

였으며, 추정한 모수를 수요예측 모형에 적용하여 

WiBro와 HSDPA의 미래 수요를 예측하였다. 수요

예측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3)과 같다. 

전문가 대상 설문에서는 수요예측 모형의 모수 

중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서 얻기 

어려운 정보를 전문가 설문을 통해 별도로 조사하였

다. 사용자의 서비스 변경을 정의하는 누적 전이함

수 Pij(t)에서 연구 대상 기간 중에 Pij(t)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값을 나타내는 Sij를 전문가 설문을 통해 

결정하였다. 즉, 다음의 최대 전이율 Sij를 전문가 집

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수요예측 결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이율의  

포화치(S1H, S2H, S1W, S2W, SHW)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

과 얻어진 전이율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수요예측을 

수행하였다. 

WiBro 및 HSDPA의 가입자 수 수요예측에 있어 

응답자의 서비스 가입 의향을 1~5까지의 리커트 스

케일로 측정하였고, 다시 이를 가입 의향이 전혀 없

는 경우에는 0.1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가입 의향이 

매우 높은 경우는 0.9의 점수를 부여하는 등 0.1~ 

0.9의 등간 척도로 점수화 하였으며, 가입자의 서비

스 가입 의향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설문 조사에

서 조사한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휴대폰의 무선 인

터넷 사용 여부, 그리고 각 서비스의 인지도와 호감

도 문항을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한 문항을 추출하고, 각 문항의 로지스틱 회귀

계수를 추정하여 가입자의 가입 의향을 조정하였다. 

조정된 가입 의향을 바탕으로 조정된 가입 의향이 

0.9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해당 서비스에 가

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조정된 가입 의향이 

0.7~0.9 사이인 경우에는 1년 뒤, 0.5~0.7 사이인 

경우에는 2년 뒤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각 서비스의 망 커버리지 구축 연도

는 WiBro의 경우 서비스 커버리지가 서울시 전역까

지 커버하는 연도는 2007년을 가정하였고, 서울시 

및 수도권(경기, 인천) 전역 그리고 광역시까지 커버

하는 연도는 2008년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전국 84

개 도시 지역 전역까지 커버하는 연도는 두 가지를 

가정하여 시나리오 1에서는 2009년을 가정하였고, 

시나리오 2에서는 2010년을 가정하였다. HSDPA

의 경우 망 커버리지 구축 연도는 먼저 전국 84개 

도시 지역 전역까지 망 커버리지가 구축되는 연도는 

2007년을 가정하였고, 전국 모든 지역까지 망이 커

버하는 시기는 2008년을 가정하였다. 응답자가 자

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까지 망이 커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

우에는 자신의 거주 지역에 망이 구축된 연도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으로 가입년도를 조정하였다.  

WiBro 서비스의 전국 84개 시까지 커버리지 구

축 연도를 각각 2009년과 2010년으로 가정한 시나

 

모형정의 

① 설문 개발 
 
② 설문 조사 

전문가 설문 일반인 설문 

Pij(t) Sij 
서비스간 
전이율 

전이율 
최대값 

N(t) 

가입자 
데이터 

③ 모수 추정 

F0(t) 
서비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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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요 
예측 
수행

(그림 3) 수요예측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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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경우 본 고에서 제안하고 있

는 전이-확산 수요예측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여 수

요예측 결과를 시나리오별로 각각 도시하면 (그림 

4), (그림 5)와 같다.   

WiBro 서비스는 전국 84개 시까지의 커버리지

가 2009년에 조기에 달성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2007년의 가입자는 43만 명 정도에서 2011년 454

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전국 

84개 시까지의 커버리지가 2010년에 달성되는 시

나리오 2의 경우 2007년 가입자 수는 시나리오 1과 

동일하게 43만 명 정도에서 시작하여 2011년 404

만 명 정도로 시나리오 1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 한국의 통신

시장에는 우리나라 통신사의 획을 긋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다.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주목 받

고 있는 HSDPA와 WiBro가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신규 통신 서비스

의 제공으로 국내 정보 통신 환경은 더욱 더 치열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개인용 휴대 인터넷의 개념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기술이 개발되고 본격적인 상용화를 개시한 WiBro

의 경우 기술 개발 초기부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예

측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초기의 수요예측 

시점에 가정하였던 여러 가정들이 구체화되고, 정보 

통신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질 시점에 도달하였고, 특

히 WiBro와 HSDPA 두 서비스의 경우 그 관계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WiBro와 

HSDPA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이들 서비스에 대

한 수요예측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WiBro

와 HSDPA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면서 WiBro 서비

스의 가입자 수요예측을 수행하였다. 

WiBro 서비스의 전국 84개 시까지의 커버리지 

구축 연도를 각각 2009년과 2010년으로 가정한 시

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두 가지 경우에 WiBro 가

입자 수요예측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84개 시까지의 커버리지가 2009년에 조기

에 달성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2007년의 가입자

는 43만 명 정도에서 2011년 45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전국 84개 시까지의 커

버리지가 2010년에 달성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2007년 가입자 수는 시나리오 1과 동일하게 43만 

명 정도에서 시작하여 2011년 404만 명 정도로 시

나리오 1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

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요예측 결과뿐만 아니라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시나리오 1과 2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커버

리지 확대시기가 수요의 확산 패턴에 일정 정도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요의 

차이는 예상한 것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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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WiBro 가입자 수 예측 - 시나리오 1 

(그림 5) WiBro 가입자 수 예측 - 시나리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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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에 대한 수요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이동성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사업자 입장에

서는 커버리지의 확장이 가입자 증가와 투자 수익이

라는 2개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상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본 연

구는 여전히 서비스가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설문 조사를 통한 수요예측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양 서비스가 확대되지 않은 시기에 실시한 설문 조

사 결과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설문 

조사를 통한 결과보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양 서비

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로부터의 이용 성향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수요예측 모형에 적용한다면 

조금 더 설명력 있는 결과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

이다. 

약 어 정 리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EV-DO           Evolution Data Only 

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IS-95   Industry Standard-95 

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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