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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Bass는 경험적 일반모형(empirical general-

ized model)을 “서로 다른 환경 하에서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형상(pattern)이나 규칙(regularity)

이며, 그러한 것을 수학적인 모형이나, 그래픽, 기

호화(symbolic)한 모형으로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 2]. 즉, 정확하기보다

는 근사적인, 그리고 형상은 항상 고정화될 필요

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정의를 만족

하는 경험적 일반모형으로써 S자형 패턴을 들 수

있으며, AIDS에 의한 사망자[3] 수, 치명적인 교

통사고의 수, 기술혁신에 의해 생산된 신제품의

수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Bass1) 는 마케팅에서 처음으로 신상품의

시간에 따른 누적구매 분포를 나타낸 이론적 모형

으로써 S자형 확산모형(diffusion model)을 소개

하였다[4]. 이후 확산이론은 소비자 행동, 마케팅

                                                
주 1) Bass의 확산모형은 t 시간까지 아직 채택하지 않은

가입자 가운데 t 시점에 채택이 일어날 조건부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을 가정하고 있다. 수학적인

모형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qF(t)p
F(t)1

f(t)
+=

−

여기에서 f(t) 는 t 시점에 채택이 일어날 확률이며,

F(t) 는 t 시간까지 채택된 누적분포(cumulative dis-
tribution)이다. Bass는 p 와 q  각각을 혁신(inno-
vation)과 모방(immitation)계수라고 정의하고 있고,

Mahajan은 외부적 영향(external influence)과 내부

적 영향(internal influence)의 계수라고 정의하고 있

다[7].

동일한 신기술 제품의 두 국가간 확산속도 비교
The Comparisons of Diffusion Speed between Two Countries for Equal New Technology
Product

김정란(J.R. Kim) R&D전략연구팀 초빙연구원

임명환(M.H. Rim) 기술경제성연구팀 선임연구원

박태웅(T.W. Park) R&D전략연구팀 책임연구원, 팀장

동일한 신기술 제품의 수요는 각 국가가 어떠한 정책과 시장요인 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수요가 확산되어 지는 속도는 임의의 한 국가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빠르거나 느릴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로지스틱 모형을 적

합시킨 후 확산계수를 이용하여 어느 국가의 확산속도가 빠른지 검증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사용한 검

정방법은 두 확산계수의 비에 대한 검정방법으로써 정규근사이론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가

일본에 비하여 3~4배 정도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적으로 최근의 이동전화 보급률을 살펴보았을

때, 1999년 3월말 기준으로 한국은 보급율 36.4%, 일본은 37.6%에 이르고 있어 한국의 이동전화 보급

률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1979년에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 한국

이 1984년에 상용서비스를 실시하였지만 한국의 이동전화 가입 확산이 일본보다 어느 정도 빨랐음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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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론 등 마케팅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들이 이루

어져 왔는데, 지금까지 150여 편 이상의 논문에

서 확산모형을 확장하거나, 재정의 혹은 응용하였

다. Bass 모형인

( )
( )

 

q)t(pexp
p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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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pexp-1

+−+

+−
=F(t)

를 이용하여, t기의 가입자를 추정하기 위한 추

정방법으로는 Bass[4]가 적용한 최소자승추정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OLS)법,

Schmittlein & Mahajan[5]의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법 그리고 Srini-

vasan and Mason[6]의 비선형추정법(Nonlinear

Estimation: NLE) 등이 있다. 물론 가장 적절한

추정치를 제공하는 방법은 MLE와 NLE라고 알

려져 있지만[7] 수치해석에 의한 복잡한 계산이

요구된다.

또한 t기의 가입률에 다른 요인, 예를 들어 가

격이나 광고의 효과 등의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

Bass는

X(t)
F(t)1

f(t)
=

−
qF(t)][p+

를 일반화된 Bass 모형(Generalized Bass Model:

GBM)으로 정의하였다[2]. 여기에서 X(t) 는 가입

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

어, 가격변동률 PR 과 광고의 효과 변동률 AD 의

변화율을 고려한다면, 21 δPR(t)δ1X(t) ++=  AD

(t)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Bass는 이 요인이

첨가됨으로써 GBM 모형은 S 형태와 같은 부드

러운 곡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ass 모형 이외에 S자형 패턴

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모형으로 로지스틱 모형

(logistic model)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 모형

은 이산형 자료(binary data) 를 갖는 반응변수를

설명변수로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형이며, 설

명변수가 2개 이상이 되어도 모형의 변형 없이 쉽

게 추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반응변

수는 제품의 구매여부이며 설명변수는 시간 혹은

가격, 광고의 효과 등 다양할 수 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혹은 광고의 효과가 클수록 제품을 구매

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제품의 확산은

국가간에 기술적, 사회적 혹은 시장성 등의 다양

한 요인들에 의하여 패턴이 다르다는 것은 쉽게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제품의

확산패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성장속도가 빠를 것으로 주목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

해 보았다. 차후 연구로는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

한 통계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II. 로지스틱 모형의 추정과 검정

1 .  로지스틱 모형의 추정

t시점에서 제품의 구매를 1Y = 로 나타내고 비

구매를 0Y = 으로 나타낸다면, 이 경우의 로짓 모

형
2)
은

tβα
)t0P(Y

t1P(Y
log +=

=

= )

이다. 이 의미는 구매를 할 가능성이 비구매를 하

는 가능성에 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exp

(β)만큼의 비율로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매확률은

)t1P(Yθ ==
t)βexp(α1

t)βexp(α

++
+

=

                                                

2) 통계학에서 
θ1

θ
log

)t0P(Y

)t1P(Y
log

−
=

=

=
을 로짓(logit: log

unit)이라고 부르므로 이 모형을 로짓모형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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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로지스틱 모형
3 )

이라고 한다. 초기구매가능성(확

률)은 0t = 일 때이므로

exp(α)1

exp(α)
0)t1P(Yθ

+
====

이다. 이는 혁신율로서 해석될 수 있으며, Bass의

확산모형에서 혁신계수와 비교될 수 있다. 또한

)t1P(Yθ ==
exp(β)1

exp(β)

+
=

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가입률로서 Bass 모형의

모방계수와 비교될 수 있다.

만약에 구매가입률에 p개의 설명변수 =X

]X,,X,[X p21 ⋅⋅⋅ 가 영향을 미친다면, 일반화된 로지

스틱 모형은

=== X)1P(Yθ
∑

∑

=

=

+
p

i
ii

p

i
ii

1

1

)Xβexp(1

)Xβexp(

로 부드러운 S 형태 변형없이 설명할 수 있다.

이제 다음을 생각해 보자.

jX ; jt 까지의 구매자 수, ∞≤≤≤ Tt0 j ,

n,2,1,0,j ⋅⋅⋅=

1jjj XXY −−= ; jt 에서의 구매자 수,

n,2,1,j ⋅⋅⋅=

jN ; jt 에서의 고객의 수, n,2,1,j ⋅⋅⋅=

jθ ; jt 에서의 구매확률, n,2,1,j ⋅⋅⋅=

0 1 2 3 … T

그러면 jt 에서의 구매자 jY 는 )θ,B(N jj 인 이항

                                                

3) Mansfield 모형 qt)(ce1

1
F

+−+
= 과 유사하다[13]. 또한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로지스틱 모형 x)β(αe1

K
y

++
= 도 있

다. 여기에서 K 는 포화값(saturation value)으로 모수

일 수도 있고 주어지는 값일 수도 있다.

분포를 따르게 된다. 여기에서 구매확률 =jθ

)tβexp(α1

)tβexp(α

j

j

++
+ 4)

이며, 고객의 수 jN 는 잠재고

객으로써 최대가능구매자 수이다. 따라서, j,Yj

n,2,1, ⋅⋅⋅= 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면,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Y,,Y,Yθ,,θ,P(θL nn 2121 ⋅⋅⋅⋅⋅⋅=

jjj yN
j

y
j

n

j j

j
)θ(1θ

y

N

1

−

=
−








= ∏ (1)

이며, (1)의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

tion)는 다음과 같다.

)y,,yβlogL(α, n1 ⋅⋅⋅=l

j

jn

j
j

θ1

θ
logy

1 −
= ∑

=
)θlog(1N j

n

j
j

1

−+ ∑
=

∑
=

+=
n

j
jj

1

)tβ(αy ))tβexp(αlog(1N
n

j
jj

1

∑
=

++− (2)

식(2)를 최대화하는 α와 β를 구하면[14], 최우

추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or: MLE)

α̂,β̂이다. 따라서 임의의 t에서 가입률의 추정치

t)βαexp(1

t)βαexp(
θt ˆˆ

ˆˆˆ
++

+
= 일 때, 그리고 tm 는 구매 가

능한 잠재고객의 수라고 한다면 평균가입자수는

ttt θmY ˆ= 로 계산된다.

로지스틱 모형은 모수의 값에 따라서 성장패턴

과 감소하는 패턴으로 구별될 수 있다. 즉, 0β>

인 경우는 성장패턴을 그리고 0β< 인 경우에는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낸다. 따라서 로지스틱 모형

에 의한 성장곡선은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

우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감소하는 경우는 시간

이 지남에 따라서 오히려 기존의 고객을 감소시키

는 결과를 준다고 볼 수 있다.

                                                

4) j

j

j
j βtα

θ1

θ
logλ +=

−
= 로 선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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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두 개의 로지스틱 모형의 기울기 비의

검정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로지스틱 모형을 가정하자.

111

1

1 n,1,i),tβexp(α
θ1

θ
i

i

i ⋅⋅⋅=+=
−  (모형 1)

2222

2

2
n,1,j),tβexp(α

θ1

θ
j

j

j ⋅⋅⋅=+=
−

 (모형 2)

이 때, (모형 1)과 (모형 2)의 기울기 값 사이에 비

례적 혹은 반비례적인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

각을 가질 수 있다. 즉, 1
β은 2

β 에 대해 c 배의

관계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가설은

0cββ:H
210

=−

0cββ:H
211

≠−

이다. 여기에서, 1c = 이면 두 모형의 기울기는

같음을, 2.5c = 이면 두 모형의 기울기간에는 1
β

이 2
β 보다 2.5배 정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
β과 2

β 의 MLE를 1
b 과 2

b 라고 한다면,

21
cbb − 는 21

cββ − 의 추정량이 되므로 검정통

계량은 다음과 같다.

)cbVar(b

cbb
z

21

21
0

−

−
= ,   

여기에서 0)b,cov(b
21

=  일 때, =− )cbVar(b
21

)Var(bc)Var(b 2
2

1 + 로 계산한다. )Var(b
1 과

)Var(b
2 는 1

β과 2
β 의 MLE인 1

b 과 2
b 의 추정

오차(estimation error)를 사용한다. 따라서 검정

방법은 유의수준 α에서 α/20 zz > 이면, 귀무가설

을 기각하고 아니면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α/2
z 값

은 표준정규분포에서 확률이 α/2가 되는 값이다.

즉, z 가 표준정규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일 때,

=α/2  [ ]
α/2

zzP > 이다.

c 의 값을 모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c 에 대하

여 ( α1 − )100%의 신뢰계수(coefficient of con-

fidence)를 갖는 신뢰영역(confidence region)을

생각할 수 있다.

})Var(bc)Var(bzcbb:{c 2

2

1α/221 +≤−

따라서 c 의 신뢰구간 ( 21
c,c )는

21

2

α/22

2

2

2 b2cb))zVar(b(bc −−

)Var(b(b 1

2

1 −+ 0)z2
α/2 =

방정식의 해이다. 즉, 0Dc2DcD
32

2

1
=++ 인 c 에

대한 2차방정식의 해로써 
1

31

2

22

D

DDDD
c

−±−
=

이며, 여기에서 2

α/22

2

21
)zVar(bbD −= , 212

bbD −=

그리고 2

α/21

2

13
)zVar(bbD −= 이다. 계산된 c 의

값은 21
cc < 의 관계에 있다.

III. 사례분석

이동통신의 기술발전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과 PCS 그리고 IMT-2000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IMT-2000은 2002년 이후에 서비스될 예정이지

만 그 외에도 기술발전에 의한 서비스는 계속해서

제공될 전망이다. 이에 본 사례분석에서는 1984

년 첫 서비스 이후 한국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보다

5년 정도 먼저 서비스를 실시한 일본의 이동전화

가입자 패턴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물론 경제적

인 수준이나 기술적인 수준 등에서 두 국가간에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확산패턴을 나타낼 것이

지만[9], 한국의 경우가 일본의 경우에 비하여 어

느 정도로 확산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현재 개인휴대폰통신서비스(Personal Com-

puter System: PCS)의 보급이 한국의 경우는

1997년 말에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PHS가 1995

년에 실시되어 이동전화의 서비스시장은 셀룰러

와 PCS(PHS)의 양 진영으로 분할되어 있다. 앞

으로 더 진보된 서비스가 제시됨으로써 그러한 현

상은 두드러지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이동전

화서비스를 포함한다고 가정하고 확산속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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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석하였다. 데이터의 수집은 이동전화 가입

자와 총인구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에 1984년부

터 1998년까지의 자료를, 일본은 1983년부터

1998년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정보

통신산업 통계집”과 일본 우정성의 “이동전기통

신사업 가입수의 현황”에서 발췌하였고 총인구는

통계청에서 발행한 “국제통계연감”을 활용하였다.

1 .  로지스틱 모형의 추정

종속변수 ty 는 t기에서의 이동전화 순가입자

수이며 최대 가능고객의 수인 tN 는 총인구에서

t기까지 이동전화에 가입한 가입자수를 뺀 값으

로 정하였다. 설명변수는 연도( t )를 이용하였다.

연도의 사용은 한국과 일본의 표준화된 연도의 사

용 때문에 실제 년도를 이용하기 보다 실제년도에

서 첫 서비스년도를 빼준 값을 사용하였다. 한국

의 경우는 1984년, 일본의 경우는 1979년에 서

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림 1)은 한국과 일본의 이

동전화 가입자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모두 기하급

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

국과 일본 모두 1994년을 변곡점으로 성장의 속

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동전화의 가입

패턴은 한정된 잠재수요에 의하여 성장의 속도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점차 느려지게 될 것이다. 결

국 S 형태의 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사례연구에서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였

으며, 추정한 결과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t기에서의 이동전화 순가입률 tθ 에 대한 log

logit tβα
θ1

θ
logy

t

t
t +=








−

= 의 모형적합은 한

국과 일본의 각각의 경우 결정계수( 2R )와 Durbin-

Watson( D.W. )의 결과에 의하여 매우 잘 적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모수에 대해서도 통

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p_value = 0.0001). 시간

이 경과됨에 따라서 log logit ty 에 0.63배 정도

의 증가가,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0.49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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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과 일본의 100인당 이동전화 가입자수

추이

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
− t

t

θ1

θ
ˆ

ˆ

)yexp( tˆ 에 의하여, t기에서의 이동전화순 가입

률은 비가입률에 비하여 한국은 전년도에 비하여

1.88 exp(0.62)= 배, 그리고 일본은 =exp(0.45)

1.63 배 정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한국이 일본보다 확산정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어느 정도로 빠른지에 대하여 검증해

보면 다음 2절과 같다.

2 .  두 개의 로지스틱 모형의 기울기 비의

비교

확산의 정도가 한국의 경우가 일본의 경우에

비하여 1.5배 정도 빠르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한국의 전년도에 대한 가입가능성과 일본의 전년

도에 대한 가입가능성의 비(ratio)에 의하여 유추

한 값이다. 그러면 <표 1>의 결과를 인용하여 검

정통계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0.10280.48721.50.628cbb
21

−=×−=−

)Var(bc)Var(b)cbVar(b
2

2

121
+=−

222 0.0277(1.5)0.0344 ×+=

0.0029=

1.906
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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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Var(b

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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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서 추정치들의 분산의 추정치는 <표 1>에

서 추정오차의 제곱값이다. 따라서 검정결과는 유

의수준 5%에서 1.96z1.906z 0.0250 =<= 이 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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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과 일본의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모형적합 결과

한국의 이동전화 가입자 일본의 이동전화 가입자

추정식
1.643D.W.0.9653R

0.628t10.9639y
2

11

==
+−=ˆ

추정식
1.091..0.9597,R

0.4872t11.5612y
2

22

==
+−=
WD

ˆ

모수추정 모수추정

모수 추정값 추정오차 p_value 모수 추정값 추정오차 p_value

1α -10.9639 0.1521 0.0001 2α -11.5612 0.2435 0.0001

1β 0.628 0.0344 0.0001 2β 0.4872 0.0277 0.0001

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이동전화가입

률의 확산속도가 한국이 일본보다 1.5배 정도 빠

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고객이 일본의 고

객보다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할 가능성이 exp

(1.5)배 즉, 4배 정도 높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4배 정도가 빠를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c 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하여 보면,

(1.1, 1.51)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고

객이 일본의 고객보다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가능성이 3배에서 4배 정도 높다는 것을 나타낸

다. 따라서 확산의 속도는 한국이 일본보다 3∼4

배 정도로 빨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  결과의 해석

한국과 일본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가입

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두 국가간에

는 동일한 기술의 서비스일지라도 확산되는 패턴

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서비스가

일본에 비하여 5년 정도 늦게 제공되었지만 현재

평균적으로 일본보다도 가입자수 측면에서 4배

정도의 빠른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원인을 한국의 경우와 일본의 이동전화 시장변화

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의 한국과

일본의 이동전화서비스의 보급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9년 3월말 기준으로 한국은 36.4%이

고 일본은 37.6%로써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

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5 )

                                                
5) 전자신문, 1999. 5. 22.

<표 2> 한국의 이동전화 시장구조 변화

연 도 이동전화 시장구조의 변화

1984
• 아날로그 이동전화 서비스 개시
• 한국이동통신(주)의 독점서비스

1990 • 이동통신 분야에 경쟁 허용

1994
• 이동전화 시장에 신세기통신 신규사업자 허가
• WTO 기본통신 개방 협상

1996
•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 개시
• SK텔레콤, 신세기통신

1997
• PCS 서비스 개시
•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가. 한국의 경우

<표 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국내의 이동전

화서비스 시장은 1984년 한국이동통신(주)이 아

날로그 이동전화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제도

적으로 진입장벽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독점이

윤을 향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1990년 이후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경쟁을 통한 서

비스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동

전화 시장의 경쟁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이동

전화 시장에 신규사업자인 신세기통신에게 1994

년 사업허가권을 부여하였다. 1996년에는 세계

최초로 CDMA 디지털 이동전화를 상용화하여 서

비스를 개시하였는데, SK텔레콤6 )은 1월부터 인

천과 부천지역에서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고 4월

부터는 전국적인 상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6) 1993년 12월 정부투자기관 민영화 정책에 의거 선경

그룹이 한국이동통신(주)를 인수, SK텔레콤으로 변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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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통신은 4월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상용서비

스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므로 2개 사에 의한 과점체제가 형성되었다. 신

세기통신은 후발업체로써 단기간에 가입자를 확

보하기 위하여 통화요금 20% 인하 및 선택요금

제 도입, 단말기 가격파괴, 무이자 할부판매 등의

다양한 영업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선발업체인 SK

텔레콤과 경쟁하고 있다. 1997년 10월에는 개인

휴대통신서비스 PCS를 상용화하였다. 한국통신

프리텔, LG텔레콤 그리고 한솔PCS의 3개 사에

의하여 전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

자들은 이동전화에 비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였다.

이로써 국내에는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 2개 사

와 PCS 3개 사인 5개 사에 의하여 치열한 경쟁구

도를 형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1984년에 이동전화

가 서비스된 이후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과 더불어

이동통신 분야의 경쟁체제 도입을 가속화시켰다.

CDMA의 기술개발에 의하여 단말기의 국산화 및

가격의 인하, 그리고 PCS 서비스의 도입으로 각

사업자들의 경쟁에 의한 서비스의 가격인하가 국

내의 가입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나. 일본의 경우

일본은 1979년 당시 일본전신전화(현재의 N

TT)에 의해 세계 최초로 셀룰러 방식의 이동전

화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까지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매우 저조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1994년

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급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일본의 이동전화 시장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일본 정부는 이동전화의 활성화를 위해 1985

년 전기통신 사업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NTT에

의해 독점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오다가 경쟁

<표 3> 일본의 이동전화 시장구조의 변화
7 )

연 도 이동전화 시장구조의 변화

1979
•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개시
• 일본전신전화(현재 NTT)에서만 서비스

1985
•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
• 민간기업의 사업 허용

1987 • IDO(일본이동통신), 관서셀룰러(KCT)설립

1988
• IDO(일본이동통신), NTT 방식(아날로그)으로

서비스 개시

1989
• 관서셀룰러, TACS 방식(아날로그)으로 서비

스 개시

1990
• 셀룰러 그룹에 의해 간사이, 규슈, 쥬고꾸에 서

비스 개시

1992 • NTT도코모 NTT로부터 독립

1994

• 단말기 판매 자유화
• PDC 방식(디지털)으로 서비스 개시
• 쯔까, 디지털 폰 그룹 신규 참여

1995
• 7월 PHS 서비스 시작
• NTT 퍼스널, DDI 포켓, 아스텔 사업자 참여

1998
• CDMA 디지털 서비스 시작
• 셀룰러, IDO 참여

이 도입되어 민간의 사업참여가 가능해졌다. 1988

년 NTT 이외에 IDO(일본전기통신)를 신규사업자

로 허가함으로써 경쟁체제가 도입되었고, 1992년

에 NTT에서 이동전화 부문이 분리되어 NTT Do

CoMo가 설립되어, NTT DoCoMo, IDO, 셀룰러

간 복점경쟁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용량부족

을 해결하고 품질향상을 꾀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1991년에 1.5GHz 대역에 일본식 디

지털 전화인 PDC(Personal Digital Cellular)를

도입하고, NTT와 두 개의 신규사업자인 디지털

폰과 쯔까그룹에게 사업권을 부여한 결과 1994

년부터는 한 지역에 최고 4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또한 1994년 4월에는 단말기

판매 자유화를 허용하였다. 그전까지는 서비스 제

공업자(대부분 NTT DoCoMo)가 주도적으로 구

체적인 부분까지 결정한 사양서를 만들어 단말기

제조업체는 그 사양서에 따라 제조해 납품하면 되

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제조업체간 경쟁원리가 적

                                                
7) 이상덕, 김사혁, “일본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PHS 실패

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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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단말기 판매자유화를 계기

로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의도적으로 단말기제조

업체간 경쟁을 유발시켰다. 이는 서비스업체가 단

말기의 기본사양만을 정해 제조업체에 주면, 제조

업체는 이를 토대로 자신의 창의력을 주입시켜 다

양한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

말기 제조업체는 단말기 개발에 따른 저가화, 고기

능화, 개발의 단기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었다.

1994년에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진입한 쯔카,

디지털폰사는 NTT DoCoMo, IDO 그리고 셀룰러

폰 그룹에 이은 후발업체로써 선발사업자들에 비

하여 많은 신규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단말기 판

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업체들간의 단말기

판매전쟁을 유도, 단말기 대할인 판매 및 서비스

요금의 인하 결과를 나타냈다. 현재까지 요금 인

하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7월에 상용서비스된 PHS의 보급도 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NTT 퍼스널과 DDI 포켓그룹은 7월

부터, 아스텔그룹은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

다. 1998년에는 셀룰러 그룹과 IDO에서 CDMA

디지털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동전화 서비스는 1994년

이후의 급신장의 원인으로 정부의 노력 즉, 정보

통신법의 개정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경쟁체제 허

용 및 단말기 판매의 자유화에 있으며, 이로 인하

여 경쟁사업자들간 가입자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그리고 서비스 요금 및 단말기 가격의 인하

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시사점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정부의 정

책적인 경쟁체제 허용, 단말기의 가격 파괴 및 서

비스 이용요금의 하락요인에 의하여 이동전화 가

입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가 한국에 비하여 확산되는 속

도가 느리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한국

과 달리 일본의 이동전화 사업자의 서비스는 우정

성의 신규진입 규제정책에 의하여 각 사업자들에

게 지역적으로 한정된 영역의 서비스라는 문제점

이라 볼 수 있다. 전국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N

TT DoCoMo 밖에 없으며, 셀룰러 그룹은 동경을

포함한 관동과 나고야 등을 포함한 동해지역이 공

백지이고 역으로 IDO는 관동과 동해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상용서비스를 기점으로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 허용이 얼마나 빠른가에 의하여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파생되는 서비스 요금

의 인하경쟁 및 단말기에 대한 정책 그리고 각 사

업자의 마케팅 전략으로 수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IV. 결 론

성장패턴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모형으로써 로

지스틱 모형을 가정한 후 이 모형에 대한 추정방

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Bass 모형에 비하여 좋

은 점은 반응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확

장이 편리하며, 모형의 부드러운 곡선형태(lo-

gistic curve)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데 있

다. 또한 확산속도의 비교는 로지스틱 모형의 기

울기의 비교로써 다른 검정방법(두 기울기의 차

이 비교)과는 달리 비례적(반비례적) 관계에 대하

여 관심을 갖고 검정을 시도하였다. 기울기의 차

이 검정과 기울기의 비에 대한 검정의 차이는 (1)

bka += 인 경우와 (2) kba = 인 결과로 (1)의

경우는 a 가 b 보다 2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

히 2만큼 더하여진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

으로 한 비례적인 관계의 검정으로는 (2)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두 국가의 성장요인으로는 정부의 경쟁체제도

입 정책과 단말기 가격 자유화 그리고 전국 서비

스 사업자 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

으며, 한국의 경우가 일본에 비하여 이동전화 가

입수요의 확산속도가 빠른 이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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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연구자들은 신기술서비스의 수요예측

에 있어서 기존제품의 자료를 이용한 모형식에서

유도된 계수들 즉, 혁신계수와 모방계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후발제품으로 출현

된 제품의 수요형태는 선발제품보다는 모방계수

가 훨씬 빠를 수 있다는 점이며, 동일하다는 가정

은 매우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

의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의 자료를 적용하는 경

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그 나라의 정책과 시

장요인,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욕구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확산속도는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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