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7 

I. 문제 제기 

우리나라 통신 및 방송서비스산업은 기존 서비스

와 미래 도입 예정인 통신 및 방송서비스로 한층 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통신 및 방송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성숙했지만, 시장에서의 최종 사용자의 

서비스평가를 받아야 하며, 서비스간에 대체와 보완

관계가 존재하는 시장공간에서 성공이 곧 최종 해당 

서비스성공과 통신 및 방송서비스산업의 한 단계 높

은 발전을 의미하게 된다.  

미래 잠재적 사용자들은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

비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는 해당 서비스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한 예로 2006년도 중에 상용화예정인 WiBro 서

비스, WCDMA, DMB 그리고 VoIP 서비스 등과 같

은 생소한 서비스들에 대하여 잠재적 통신 및 방송

사용자들이 어떤 서비스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떤 

선택행위를 보일 것인가는 직접 사업을 준비하는 사

업자뿐만 아니라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정책을 준비

하는 정책당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현안사항이다. 

<표 1>은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시장영

역의 적합성을 평가한 도표이다. 이러한 <표 1>의 

평가성립조건은 잠재적 사용자층이 서로 다른 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가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확산가능성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Diffusion Possibility of Next Generatio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rvices 

조상섭(S.S. Cho) 기술혁신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임명환(M.H. Lim) 기술혁신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팀장 

본 연구는 현재 도입예정에 있는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확산가능성에 대하여 잠재적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잠재적 사용자의 선택 및 반응

함수추정방법은 분석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수적 추정과 반모수적 추정방법을 동시

에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사용자

들의 해당 서비스선택반응함수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확산은 상당히 느리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결과

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 초고속 및 이동통신서비스 확산에서와 같이 형태의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견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본 연구의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확산의 부정적인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통신서비스의 성공적 확산에 중요

한 요인으로는 서비스제공요금을 낮추고, 젊은 사용자층에게 새로운 서비스의 유용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최종 서비스선택까지 유도케 할 수 있는 유인 메커니즘 도입전략 개발이 사업성공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통신 및 방송산업환경은 상용화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차세

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시장구조분석 및 시장욕구의 질적 방향분석뿐만 아니라, 

그 영향 정도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시장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시장도입 및 전개전략을 개발하는 과

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으로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

비스의 산업고도화에 대한 면밀한 사전계량시장분석으로 시장전략형성전환적사고가 해당 서비스제공사

업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당국자에게도 필요과정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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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물론 정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이지

만, 동태적 관점에서도 서로 다른 서비스의 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필요조건을 담보로 작성

한 도표이다. 그러나 만일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

스의 성공적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 1>

의 의미는 단순한 기술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작성된 

분석결과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적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잠재적 통신 및 방송서비스사용자의 반

응함수의 형태는 대단히 중요한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미래 시장에 도입될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분석 및 서비스간에 경쟁의 정도에 따른 

지불의사능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발표

되고 있다[1],[2]. 역시 결합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를 측정하고, 이 실증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진화경로를 탐색한 조상섭, 강신원

[3]의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차세대 통

신 방송서비스의 가치분석방법론의 단점에도 불구

하고, 미래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잠재적 사용자의 

욕구를 계량화하는 작업이라는 연구에서 의미를 지

닌다. 특히 미래 통신방송서비스의 시장존재가치는 

시장참여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냉혹한 사

실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열거된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

스의 예상사용료에 따른 선택반응함수를 추정하고 

그 추정함수의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미래 통신 방

송서비스의 확산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목적을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의 통신 및 방

송서비스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불의사반응

함수를 통신 및 방송관련 지출과 연령 그리고 교육 

정도를 조건으로 하여 추정하였다. 이러한 선택반응

추정함수를 분석함으로써, 미래 잠재적 차세대 통신 

및 방송사용자의 해당 서비스확산능력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전개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

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분석방법론에 대하

여 기술하였다. 제 III장에서는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자료 및 그 분석결과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마지막 

IV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사용자들이 평가하는 서비스선택반응

함수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의 확산능력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방법론 

최근 우리들은 통신 및 방송서비스선택의 홍수시

대에 살고 있다. 이런 통신 및 방송환경에서 잠재적 

사용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기존 또는 잠재적 통신 

및 방송서비스선택이론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론 중

에는 불확실성에서 서비스선택이론과 기대이론(pro-

spect theory)을 들 수 있다.1) 

먼저 통신 및 방송선택에 적용한 기대이론을 간

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사용자는 서비

스선택에서 발생하는 효용의 이득과 손실을 단기적

으로 다르게 평가한다. 즉 선택에서 발생하는 효용

손실이 발생하는 효용이득보다 더 크게 평가되기 때

문에 새로운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선택에 더 신중

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 즉, 더 구

체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통신서비스선택상황에서 

                                              
1) 두 이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Arrow는 1980년도에 그리고 

Kahneman은 2002년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음. 

 
<표 1>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시장차별영역 

시장 적합서비스 비교(음성 중요성)

엔터테인먼트 
위성 및 지상 DMB, 

WiBro 
VoIP 중요 

교육 위성 및 지상, WiBro VoIP 중요 

의료 WiBro VoIP 중요 

홈네트워킹 WiBro VoIP 중요 

교통 및 여행 WCDMA, WiBro VoIP 중요 

LBS WCDMA, WiBro - 

정보전달 WLAN, WiBro VoIP 중요 

커머스 
WCDMA, 위성 및 
지상 DMB, WiBro 

- 

뱅킹 WCDMA, WiBro - 

<자료>: 정재학, 김찬영, 2004, 디지털타임지 12월 22일자 10면을

참조로 저자의 보완 및 수정한 도표임. 

<자료>: 정재학, 김찬영, 디지털타임지 2004년 12월 22일자 10면을
참조로 저자가 보완 및 수정한 도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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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원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효용을 현금화했을 

때, 50% 확률로 100원과 50% 확률로 105원일 경

우, 손실을 회피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

다. 그러나 합리적인 선택이론으로 볼 때, 기대효용

의 화폐적 가치가 102달러를 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다. 기대이론의 실제적 시사점은 기존 선택 서비

스의 고착화(lock-in) 현상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고착화는 다양한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 출현으

로 경험할 수 없는 불확실성증가환경에서 서비스사

용자선호가 일정 서비스선택에서 발생하는 이득보

다는 선택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선택이론 역시 여러 통신 및 방송서비스 

중에서 어떤 서비스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

래 불확실한 소비선택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

여 몇 가지 예를 말해 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실증분석에 적용할 선택행위정리는 소비

자의 미래 불확실한 소비행위에 대한 일정한 예측을 

말해 주는 정리로 Jensen의 불균등정리(Jensen’s 
Inequality)이다.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Kahneman[4]의 기대이론이 상

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선택경

제에서 Jensen의 불균등정리 역시 어떤 경제적 여

건변화에 대하여 사용자의 합리적 반응함수가 비선

형일 경우에 해당 사용자선택행위의 매우 중요한 특

성을 말해 준다. 즉 만일 x 구간에서 평균 x 을 갖

는 비선형형태의 실함수 )(xf 는 x 평균의 함수 값 

)(xf 이 함수값의 평균인 )(xf 값과는 차이가 있다

는 정리이다. 이 차이는 반응함수의 형태가 단조증

가함수인 경우(2계 미분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 xfxf ≥ 이며, 단조감소인 경우(2계 미분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 xfxf ≤ 가 성립하게 된

다. (그림 1)과 (그림 2)는 우리의 논의를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그림이다.2) 

일반적 경제선택상황에서 미래 잠재적 통신 및 

방송서비스사용자는 새로운 서비스의 사용에 대하

                                              
2) 통계적 특성의 하나로 Jensen의 불일치성을 자세히 설명한 

Billingsley[5]을 참조하기 바람. 

여 일정금액지불에 따른 기대효용감소의 위험을 회

피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통신 방송 서비스사용자의 선택반응함수는 (그림 2)

와 같은 미래 반응함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를 보다 서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정리: 미래 제시된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사용에 

대하여 위험회피사용자는 어떤 사용지불액 x에 대
하여 효용을 나타내는 함수 f (x)가 (1)과 같은 특성
을 나타낼 것이다[(1)의 증명은 Varian[6], p.182 

참조]. 

)()( ExfxEf <                    (1) 

잠재적 사용자의 선택반응함수가 (1)을 만족할 경

우,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확산은 보수적

이고, 신중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만일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에 대하여 잠재

적 사용자들이 서비스사용에서 얻는 효용과 지불해

                                              
3) 두 그림의 시각적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이며, 두 그

림의 x축의 수치는 어떤 의미도 없음. 또한, y축은 해당 x값
에 대응하는 함수값으로 대표 사용자의 효용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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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볼록한 지불의사에 관한 사용자의 함수형태
(Risk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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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목한 지불의사에 관한 사용자의 함수형태
(Risk Adver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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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경제적 비용과의 선택에서 위험회피의 서비

스선택경향을 보인다면, 해당 서비스의 확산속도는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에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잠재적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선택상황에서 서비스선택에 대한 발생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위험선호현상을 보이는 경우

에는 해당 서비스확산이 한층 빨라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3) 

이러한 경제이론적 배경을 고려하여 볼 때, 잠재

적 사용자의 해당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선택효용

함수의 추정이 매우 중요한 실증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선택에 대한 지

불의사함수의 추정은 일반적으로 모수적 추정방법

(parametric estimation)과 반모수적 추정방법

(semi-non-parametric estimation)이 사용된다. 

모수적 추정방법의 장점은 지불의사함수형태에 대

한 설정과 분포에 대한 가정이 정확하다면, 일치적

이며 또한 매우 효율적인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 그러나 모수적 추정방법이 효율적인 

추정치에 접근하기 위한 가정들이 성립되지 않는다

면, 모수적 추정치는 편기추정치를 갖게 된다. 따라

서 이 경우에는 더욱 왜곡된 추정치를 이용하여, 분

석결과를 해석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반면에 

반모수적 추정방법은 어떤 반응함수형태를 설정하

지 않고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상기

에서 언급한 모수적 추정방법의 오류를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추정방법의 장점과 단점

을 고려하여, 차세대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잠재적 

사용자의 지불의사반응함수를 두 가지 추정방법에 

의거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가지 추정방

법을 사용함으로써, 상기에서 언급한 추정량의 추정

치를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사용자의 

반응함수에 대한 분석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3) 일반적으로 통신 및 방송서비스선택에서 서비스사용자들의 

선택위험선호는 확산경로상에서 critical mass에 도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 

4) 현업에 종사하는 연구자에게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손쉽게 지불의사함수를 얻을 수 있다는 실제적 장점이 
존재함.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건부 가치모형

(contingent valuation model)을 이용하여 <표 1>

에서 언급된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 그리고 도

입 예정인 차세대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경제적 반응

가치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잠재적 서비스사용자의 

해당 서비스확산능력을 평가하였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경제적 가치반응함수가 오목함수로 분석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신 및 방송서비스도입에 대하여 

사용자의 위험회피현상으로 분석되며, 이 경우에 해

당 서비스확산이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잠재적 서비스사용자가 어

떤 경제적 유인 메커니즘이 없을 경우 평균적으로 

볼 때, 해당 서비스확산이 어떤 확산성공의 임계치

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될 조건부 가치모형은 잠

재적 사용자에게 제시된 사용가격에 대하여 선택과 

기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산적 선택환경에 대

한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 통신 및 방송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

를 평가하는 접근방법이다[7]. 이러한 실증접근방

법론은 앞 절에서 설명하였듯이, 경제적 이론에 입

각한 확률적 효용극대화이론에 일치될 수 있는 측정

모형으로 발전하였다[8]. 

이러한 조건부 가치모형을 간단히 설명하면, (2)

와 같다. 먼저 CV(Contingent Value) 반응확률은 

설정된 WTP(Willingness to Pay) 분포와 깊은 관

련이 있다. 즉  

   );()( ** θπ iii
N
i BGCBP =>=          (2)  

(2)의 의미는 분석조사대상(subjects)인 잠재적 

통신 및 방송서비스사용자는 주어진 서비스사용제

안금액에 대하여 자신의 WTP를 정확히 알고 있지

만, 총량적으로 분석하는 관측자 또는 연구자에게 

지불의사금액은 θ을 갖는 가치분포함수 G(Bi ; θ)에
서 결정되는 확률변수의 하나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불의사반응함수의 관련 모수들은 잠재적 사용자 

또는 모집단특성을 나타내는 경제 및 사회적 변수들

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 예로 평균 WTP가 모집단분

포를 나타내는 평균과 분산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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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평균과 분산이 추정해야 할 모수가 된다. 이 경

우에 어떤 접근방법으로 추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크

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적용방법론이 존재한다.  

 모수적 측정방법  

전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오래된 WTP의 측정방

법으로 반응변수 y 는 (3)과 같은 Logistic 함수 또

는 정규분포함수를 이용하여 선택과 기각의 결정요

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간단하게 

Logistic 함수 경우만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만

일 제시된 금액 ω 와 다른 사회 경제적 변수 z가 관

측된 경우, 반응된 종속변수 y 는 (3)과 같은 확률변

수를 갖는다.5) 

)](exp[1
1

10 z
y

γωββ ++−+
=              (3)  

 (3)은 선택에 따른 효용의 차이를 나타내는 일

반적 이산선택모형과 일치적 성격을 나타내나, 평

균 WTP의 값은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일반적 제

약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서는 

(4)와 같은 로그 변환된 제시금액변수를 사용하기

도 한다.6) 

(3)을 이용하여, Logit 또는 Probit 선택모형을 

이용하여 관련 추정모수를 추정한 후에, 사용자의 

해당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평균 

WTP을 (4)와 같이 측정하게 된다[7].  

1

0 )(
β

γβ z
WTPMean

+
=                   (4) 

이러한 모수적 측정방법은 가정된 모수를 결정하

는 분포함수가 정확하게 실제 분석자료의 분포 및 

설정과 일치할 때, 일치적인 추정치가 되며, 다음에

서 언급하는 반모수적 측정방법보다 효율적인 경제

적 가치에 대한 추정반응함수 및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통신비지출을 사용하였음. 
6) 최근 CVM 관련 연구에서는 median WTP의 값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음. 

 반모수적 측정방법  

반모수적 가치측정방법의 장점은 WTP의 분포설

정에 대한 모수적 접근에 대한 추정치의 민감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7) 또한 모수적 접근방

법에서 가정된 확률분포에 대한 유연성을 줄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반모수적 접근방법은 비

모수적 접근방법과 모수적 접근방법의 장점을 동시

에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가장 간단한 반모수적 측

정접근방법은 먼저 WTP의 분포가 Logistic 분포를 

가정하고, 조사대상자의 반응확률변수는 다음과 같

은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 VFxP ∆= εω                      (5)  

여기서 누적확률밀도함수는 전형적으로 기존 실증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Logistic 함수인 Λ(η)= 
[1+е(-η)]-1로 정의하자. SNDF 추정방법의 장점은 

추정함수식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추정하

고자 하는 함수형태를 h(x, ω) = Λ-1[Fε (∆V)]로 가정

하자. 따라서 (5)는 P(x, ω) = Λ(h) = Fω(∆V)의 관계가 

성립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SNPDF 추정방법단계

는 사용할 함수형태에 대한 근사치를 푸리에 함수를 

사용하여 해결하는 단계이다. 즉 SNPDF의 접근방

법은 선형의 효용함수차이를 (6)과 같은 Fourier 

flexible form으로 바꾸어 추정하게 된다. 

∑∑
= =

+=
A J

j
jKk xsjKxxh

1 1

' )](cos[(),(
α

ααµβθ  

)])(sin[ ' xsjKv ja α−      (6) 

여기에서 K는 상기 분석모형에서 추정해야 할 Kθ
차원을 의미하는 변수가 된다.8)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단한 형태의 SNPDF는 

},{ ξω=x , 즉 Bid 금액과 월 통신서비스지출금액 

그리고 연령 및 교육정도변수이므로 (6)은 (7)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7) 모수적 접근방법과 SNPDF 방법과의 Monte Carlo에 의한 

비교를 보면 SMPDF 방법이 모수적 접근방법에 비교하여 
추정의 정확성이 낮지 않았음(Cooper[9], p.278 참조). 

8) 일반적으로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를 결정짓는 K는 K=n
1/2

의 공식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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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x x

F sV
α α

ααα αµαβ ))(ln(cos)ln(  

))(ln(sin αν α
α

α s
x
∑

∈

+                      (7) 

본 연구에서는 Kristrom[10]에 제안한 Spike 모

델을 이용하여 WTP을 계산하였다. Spike 모델의 

특징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WTP=0을 허

용하며, 이 경우에 WTP=0의 확률이 0보다 크다는 

관점에서 WTP 분포에서 0의 Bid 금액에서 Spike

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실제적으로 Spike 모델은 

모수적 Maximum Likelihood 방법 등 여러 가지 추

정방법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9)  

다음 장에서는 차세대 통신 방송서비스 중에서 

중요한 WiBro, WCDMA, DMB 그리고 VoIP 서비

스에 대한 잠재적 서비스사용자의 조건부반응함수

추정 및 그 형태에 대하여, 상기에서 언급한 두 가지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III. 사용자료 및 실증분석결과 

1. 사용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대상자 및 표본추출방법 

그리고 조사기간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의 표

본추출은 중앙리서치에서 대행하여 수행하였다. 본 

통계조사목적은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경제

적 가치를 측정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제시금액

에 대한 사용자반응함수추정을 위하여 사용한 조건

부변수는 제시금액을 비롯하여 연령과 통신비지출 

그리고 교육정도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성격은 <표 3>과 같다. 먼저 조

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약 33세로 파악되며, 교육

수준은 대학재학생 정도 그리고 평균 통신비에 지출

하는 비용은 월 10만 7천 원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해당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실제 

변수와 비교해 볼 때, 왜도의 경우 양의 변수로 치우

                                              
9) 다른 추정접근방법으로 Truncated 분포를 가장하여 WTP

를 측정하는 방법론이 있으나, Spike 접근모형에 의한 WTP
와 차이가 크지 않음. 

<표 3> 분석대상변수들의 통계적 특성 

구분 연령 교육수준(연도) 통신비지출(천 원)

평균 33.97 14.46 107.65 

최빈값 29 12 100 

표준 편차 9.529 2.343 44.497 

분산 90.807 5.494 1,980.05 

첨도 -0.519 -1.634 15.195 

왜도 0.488 0.072 2.604 

최소값 20 12 10 

최대값 59 18 500 

 

<표 2> 분석대상자 추출방법 및 설문방법 

조사방법 일대일 대면 면접(face to face interview) 

조사대상
만 20세~50세까지의 성인남녀 중에서 현재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자 

조사지역 서울, 인천, 경기지역 

조사기간 2004년 10월 29일~11월 18일 

표본할당
방법 

지역별 성별/연령 구성비례를 근거로 한 유의 
할당 추출법  
*지역별 표본할당의 경우는 서울 820명, 인천 
130명, 수원 50명으로 할당 

유효표본
1,000명(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 point)  

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통신비지출의 경우 정규분

포보다 매우 큰 첨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비지출이 가장 큰 조사대상자는 월 50만 원

을 지출하는 사용자도 있으며, 최소값은 월 1만 원

을 지출하는 사용자도 포함되어 매우 다양한 통신비

지출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9세정도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최고 59세 

조사대상자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가 가장 많

이 나타나며, 최고 교육정도는 대학원 졸업자도 다

수 포함되어 있었다.  

2. 사용자의 가치반응함수분석결과 

제 II장에서 설명한 추정방법론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네 가지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지

불반응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지불반응함수의 

대표적인 사용자(즉 평균 사용자)와 지불반응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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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을 비교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사용자의 해당 

서비스의 위험선호함수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표 4>는 분석대상의 조건부가치반응함수추정 

결과를 나타낸 도표이다. <표 4>의 분석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차세대 서비스에서 

모수적 추정치의 값이 반모수적 추정치의 값보다 높

게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인 분석결과로 볼 때, 차

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결합서비

스로의 경제적 가치가 단일 서비스로 경제적 가치보

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결과와 반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결과를 볼 

때, 대표적 사용자의 선택 또는 가치반응함수값이 

(즉 )(xf ) 조사된 사용자의 가치반응함수의 평균값 

(즉 )(xf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잠재

적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 사용자들이 미래 차

세대 서비스선택에서 매우 보수적인 선택행위를 나

타낼 것이라는 분석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세

대 서비스의 잠재적 사용자선택함수의 오목성은 차

세대 서비스의 확산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주는 분석결과이다.  

다음으로 잠재적 WiBro 사용자의 차세대 서비스

확산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표 5>와 같이 볼 수 

있다. 먼저 중요한 분석결과에 대한 특징을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모수적 추정방법이나 반모수적 추

정방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로 볼 때, WiBro 확산

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는 변

수는 사용요금 또는 이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시하

는 금액에 대한 민감성이다. 둘째, WiBro 서비스확

산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모수적 

추정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교육수준이나, 반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통신비지출이 중요한 변

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차세대 

서비스선택에 있어서 부정적인 선택행위를 나타내

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사용자들의 추정된 선택함수를 분석한 

결과 해당 서비스확산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부정적 관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도입예정에 있는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

도입이 그간 우리나라에서 초고속 및 이동통신서비

스확산에서와 같이 빠른 확산속도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상충적 결과를 보여 준다. 즉 과거 우

리나라 통신 및 방송서비스산업에서 일상적으로 믿

어온 새로운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도입이 해당 사

업성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업도입사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의 차세

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확산의 부정적인 분석결과에

도 불구하고, 차세대 통신서비스의 초기확산에 중요

한 요인으로는 해당 서비스제공요금을 낮추고, 젊은 

사용자층에게 새로운 서비스의 유용성을 인식시킴

으로써 서비스선택까지 유도케 할 수 있는 메커니즘 

도입전략개발이 사업성공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음

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통신 및 방송산

업환경은 상용화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차세대 통

신 및 방송서비스의 도입성공을 위하여 시장구조분

석 및 시장욕구의 방향분석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대한 영향정도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여 정확한 시

장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시장도입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가 되었다. 이러한 

 

<표 4> 사용자의 반응함수추정결과         (단위: 천 원)

모수적 추정치 
(Logit 추정치) 

반모수적 추정치 
(Spike 모델) 대상 

서비스 대표적 
사용자 

반응함수 
가치평균 

대표적 
사용자 

반응함수
가치평균

WiBro 29.10 28.84 39.72 30.16 

WiBro+VoIP 30.41 30.14 42.29 31.91 

WiBro+DMB 31.55 31.23 35.61 32.17 

WCDMA 30.83 30.55 34.18 30.64 

 
 

<표 5> WiBro 서비스의 확산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결과

변수 명 
모수적 

Logit 분석결과 
반모수적 Spike 
모델분석결과 

Bid 금액 -0.1103 -0.0933 

현재 통신비지출 0.0065 0.0025 

연령 -0.0159 -0.0272 

교육수준 0.0968 -0.0331 

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5% 유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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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산업화전략에 대한 분

석 패러다임 전환은 서비스제공사업자뿐만 아니라 

차세대서비스도입 및 정책적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책당국자에게도 필요한 사전조정과정이 되고 있

음을 보여 준다.   

IV.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통신 및 방송산업환경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산업환경 변화

에 따른 새로운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성공적 시장

확산은 해당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후방산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확산능력을 조사하고 분석하

는 작업은 중요한 연구분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도입예정인 차세대통신서비

스들의 확산능력을 잠재적 사용자 조사자료중심으

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연구

목적을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차세대 통

신 및 방송서비스사용자 1,000명을 확률적으로 추

출하여 해당 서비스의 선택반응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결과와 반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결과를 볼 때, 대표적 사용자의 선

택 또는 가치반응함수값 (즉 )(xf )이 조사된 사용

자의 가치반응함수의 평균값 (즉 )(xf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잠재적 차세대 통신 및 방

송서비스 사용자들이 미래 차세대 서비스선택에서 

매우 보수적인 선택행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세대 서비스의 잠재적 사용자선택함수의 

오목성의 성격은 차세대 서비스의 확산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 주는 분석결과이다. 

둘째, 모수적 추정방법이나 반모수적 추정방법에 의

하여 분석한 결과로 볼 때, WiBro 확산에 가장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는 요인변수는 사용

요금 또는 이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민감성이다. 또한 WiBro 서비스확산

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로는 모수

적 추정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교육수준으로 나타나

며, 반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통신비지출

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확산과정에서 사용자연령이 낮을수록 해

당 서비스선택에 있어서 긍정적 선택행위를 나타내

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확산정책판단

에 중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 먼저 미래 우리

나라 통신 및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자는 제공 서비스의 가격결정

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통신 및 방송서비스산업의 후방효과는 우리나라 경

제의 중요한 근간인 제조업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래 통신 및 방송서비

스도입은 사용자의 욕구 및 반응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하고 그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통신 

및 방송서비스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역시 도입실패에 대한 사회

적 비용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

래 통신 방송서비스산업에서 사용자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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