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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무선환경에서의통신시장이성장하면서주목을받고있는무선데이터통신시장은초고속인터넷망을기반
으로한무선랜(wireless LAN) 서비스와이동통신망과이동통신단말기를매개로제공되는무선인터넷서비스가주
축을이루고있다.  이두서비스형태는광범위한잠재가입자기반과이를바탕으로한비교적낮은서비스진입비용
이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으면서도사용단말기, 전송속도등다양한경쟁력요소들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무선랜
과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특징들은 두 서비스간에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향후 소비자의 선택과
사업성에영향을미쳐미래의통신기술과서비스발전방향을결정짓는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본 연구에서는한국의통신시장을대상으로미래무선데이터통신의주요기술적대안의각속성들에대해소비

자가부여하는가치를분석하고자한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시장이발전속도가매우빠르고공급업체간의경쟁
이치열해서소비자에의한선택권이사업성공에점점더중요한요소로부각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
는소비자에게가상의품질특성을지닌서비스조합을제시하고이에대해소비자가점수를매기게함으로써소비자의
선호를 측정하는 컨조인트(conjoint)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자료를
통해서각품질요소에대한부분가치와지불의사액를측정하여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의발전방향을예측하고전
략을제시하고자한다.

주제어: 컨조인트, 무선데이터통신, 순위로짓, 베이지안추정

As the recent IT market is developing rapidly, the Wireless Data Communication (WDC) services are
increasingly are penetrating the market.  Wireless LAN and mobile Internet are considered as the main
technologies of WDC considering the present market competition.  Those services based on two kinds of
technologies display differences in quality attributes such as terminal device, data transmission speed, pricing
scheme and so on.  Consumers' choice between these two alternatives will be affected by the difference of their
preferences for such quality attributes, accordingly their preferences will determine the evolution of WDC
services and related technologies.

This study adopts a conjoint methodology based on consumer valuations of quality attributes of wireless
LAN and mobile Internet services in order to grasp the structure of consumer preference.  Respondents rank
hypothetical service alternatives featuring various combinations of these quality attributes.  Using the estimation
result of consumer willingness to pay for the attributes of WDC services, we predict the evolution of WDC
services and related technologies along various quality dimension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national-
and company-level R&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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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류는통신기술개발을통해효율적인정보교환수
단을만들어냄으로써시공간의물리적제약을극복해왔
다.  이러한 통신기술의 발달은 근래에 와서 더욱 가속
화 되어 19세기 후반에는 전화가 발명되어 음성통신이
실시간으로제공되기시작하였으며 20세기후반부터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
워크로조직화되기시작했다.  이에따라통신서비스의
중심은음성에서데이터로점차이동해가는양상을보
이고 있다.  무선 데이터 통신의 발달은 다양한 통신관
련 기술혁신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
서이루어진결과물이다.
이러한 무선 데이터 통신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이동통신
가입자의 증대와 다양한 컨텐츠의 보급은 이동통신 서비
스 사업 뿐만 아니라 단말기, 통신 시스템 구축 등 장비
제조산업, 부품산업, 컨텐츠 서비스산업등의전후방연
관산업군을 형성하여 막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유발
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경쟁심화로 인
해통화료가하락하면서그림 1에서볼수있듯이이동통
신사업자들의수익성장도점차둔화되고있는상황에서
무선데이터통신은해결책으로서주목을받고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망과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 통신이‘무선 인터넷’란 이름으로 제공되기 시
작하였으며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단말기가 빠르게 보
급되고 사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표 1은 이와 같은
무선인터넷의국제시장전망을보여주고있다.  
또한 무선 인터넷 이외에도 무선 데이터 통신 관련

하여무선랜(Wireless LAN), 블루투스(Bluetooth) 등
새로운 무선통신 관련 기술들이 출현하면서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설비
투자비의회수에대한불확실성에대한우려와향후데
이터통신시장성장에대한낙관적이지않은전망이이
동통신 업계를 지배하고 있다.  특히 무선랜 기술을 기
반으로한기존유선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역시무

선 데이터 통신 시장을 주목하면서 이동통신 업체와의
경쟁구도가다양화되고심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본 논문에서는향후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의기술

적대안들에대한소비자의차별적선호를파악하고이를
통해 각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생존전략, 국
가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책대안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장대표적인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라
할수있는무선인터넷과무선랜서비스를비교분석하여
시장의경쟁구도를예측해보고자하였다.  이를 위하여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들이 보유한 기술특성, 서비스 제
공 사업자에 의해 발현되는 서비스 특성 등에서 주요 요
인들을선별하여이속성들에대한소비자의선호도를계
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즉 소비자들이 각 속성에 대
해서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는지그리고각속성수준의
향상에 대해 얼마만큼의 지불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추정
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에따라어떠한요인들이시장
에서의성공과실패를좌우하게될것인지에대해파악해
각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시장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
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
킬수있는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II. 연구의배경

1.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의종류및시장동향

무선환경에서데이터통신을제공할수있는기술로
는 이동통신망을 활용하는 무선 인터넷(Mobile
Internet)1), 기존의초고속인터넷망을활용하는무선
랜(Wireless LAN), 초단거리 무선통신용으로 개발된
블루투쓰등이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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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이동통신시장의수익추이(정보통신부, 2004)

1) 본논문에서다루고있는무선인터넷(Mobile Internet) 서비스라는용어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통신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 전자우편, SMS(Short Message

Service),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서비스 등을 분석대상

으로삼아무선인터넷으로통칭한다.



이중서비스측면에서잠재수요에의한시장성전망,
산업적측면에서장비의대량공급체계및장비산업의국
민경제파급효과기술적측면에서데이터전송효율및속
도, 그리고표준화를통한호환성및신뢰성확보등여러
가지면에서무선인터넷과무선랜이가장대표적인무선
데이터통신의기술대안으로주목받고있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이동통신망과 이동통신 단말

기를 매개로 제공되므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을
잠재 수요층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말, 세계 이동전
화 가입자는 11억 3,60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무선 인
터넷이용자는4억 9,400만명에이른다(ARC, 2002).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2003년 시점에서 가입자가 3,067만 여명에 이르고 있
다(이승훈외, 2003).  그러나한달에한번이상서비
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단지 34.5%에 불과하다.  실
제로국내이동통신사업규모면에서 1위기업인 SKT
의 경우 2003년 무선 인터넷 서비스 관련 매출규모는
총매출의15.5%에머무르고있다(이홍재, 2004). 
무선랜은서비스측면에서ADSL 서비스와같은초

고속인터넷보급확산, 기술발전등으로상용무선랜공
중서비스(public service)가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무선
랜 장비의 가격인하와 표준화를 통한 호환성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에 힘입어 무선랜 장비시장은 2007년
까지 7,332만대, 39억 4천만달러규모로증대될전망
이다(Gartner Dataquest, 2002).  
한편공중무선랜상용서비스는2001년 9월부터제

공되기 시작하였는데, 2003년 말 36만 8,000명의 가
입자를확보한것으로추정되어무선인터넷에비해가
입자기반이적은수준이다(지경용외, 2005).  그러나
KT 및 그 외 유선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Access point
(이하 AP)의 구축과핫스팟의확장을노력을경주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무선랜 공중 서비스 가입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57만 명을 달성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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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예상된다(표 2 참조). 
이와같이공중무선랜서비스가초고속인터넷사용

자기반과무선데이터통신시장의확대에힘입어수요
가급격히증가함에따라기존의무선데이터통신서비
스인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이슈
로떠오르고있다.

2.  무선데이터통신의주요경쟁적요소들

무선랜과무선인터넷서비스가보유하고있는서로
간에차별성을가지는경쟁적인요소들은향후두서비
스간의 경쟁관계가 유발하며 향후 소비자의 선택과 사
업성(business prospect)에 영향을 미쳐 서비스의 발
전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서비스
각각의경쟁적인요소들은다음과같다.
첫번째, 사용단말기의차이를들수있다. 무선인

터넷서비스의경우는주로휴대폰을통해사용하고무
선랜의 경우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노트북 PC를 이
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며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의 경우는 각각의 서비스
에 대응하는 기기가 모두 개발되어 있다.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단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
된속성들중에가장중요한속성은이동성과컨텐츠의
다양성으로정의할수있다. 
이동성(mobility)은 특정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데이터통신망에연결할수있는기능을의미하는
데이를구현하는요소는크게핸드오프(handoff) 기능
과 커버리지(coverage)로 구성된다.  이동통신망은 기
지국(base station)을 중심으로형성된육각형셀을단
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핸드오프 기능은 가입자가 통신
중에셀사이를이동하면가입자의통신정보를다음기
지국으로이전시켜통신이끊기지않게하는기능을지
칭한다.  커버리지는이러한기지국이서비스를제공할
수있는지역의범위를뜻하는데이동통신망은이미전
국적으로구축되어있어커버리지가광범위하여어디서
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통신 사용자는
이동에따른불편을느끼지않는다.  반면무선랜은AP
간 핸드오프 기능이없어 AP가 설치된 제한된 지역 내
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무선랜은

2006

40,937

13,295

58,124

62,848

14,966

190,170

2007

53,032

18,345

71,138

82,192

20,887

245,594

구분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중동

합계

2004

20,125

3,758

28,677

35,147

5,054

92,761

2003

9,631

1,790

19,157

25,997

2,148

58,723

2005

28,903

8,883

39,669

46,158

9,731

133,344

표1.  지역별Mobile Data Revenues 전망 (단위:백만 $)

자료: ARC(2002)

구분

가입자수 (천명)

2006

1,358

2005

993

2007

1,572

표 2.  국내공중무선랜서비스가입자전망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무선산업연구팀, 2002



고정무선(fixed wireless)으로불리고있다. 
컨텐츠의 다양성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무선랜 서비

스가우위에있다고볼수있다.  무선랜서비스는초고
속 인터넷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이므로, 노트북, PDA
등 상대적으로큰화면을보유한단말기를이용하면인
터넷에서제공하는모든컨텐츠의사용이가능하다.  반
면무선인터넷은화면크기의제약, 불편한입력장치등
으로 인하여 무선 인터넷용으로 제작된 제한된 컨텐츠
만이용이가능하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두 번째 경쟁적 요소는 데이터 전송속도이다. 현재

무선랜서비스의경우주류를이루고있는네트워크표
준인 802.11b가 2.4GHz 대역에서 최고 11Mbps까지
전송이 가능하며 향후 5GHz 대역에서 제공될
802.11a는 54Mbps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
면 무선 인터넷은 cdma2000 1xEV-DO의 경우 최고
2.4Mbps에불과하다.
세번째요소로는통신품질을들수있다.  이동통신

은정부로부터전용주파수대역을할당받아사용하고
유리한위치를점하고는있지만아직은인터넷사용중
끊김, 접속실패현상등이나타나고있다.  반면무선랜
서비스는 대부분 ISM 밴드(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frequencies2))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 무선
랜장비간에또는타통신기기와전파간섭이발생할우
려가높고이로인해혼신, 잡음, 끊김등통신품질관리
가어려울개연성이높다.
마지막으로요금제도및수준을들수있다. 현재무

선랜 서비스는 정액제 기반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종량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기
존 ADSL 사용자는 월 16,000~20,000원을 비사용자
는 25,000원을 추가로지급하면무선랜서비스를사용
할 수 있는 반면, 무선 인터넷은 사용시간에 따라 과금
하는서킷요금제와사용데이터량에따라과금하는패킷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서킷통신은 16~17원(/10
초)이, 패킷통신은데이터종류에따라 1.3원~6.5원(/
패킷)을 적용하고 있다.3)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오래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무선랜의 정액요금제로부터
‘사용시간의 무제한’라는 효용을 추가로 누리므로, 정
액제에대한선호가종량제에비해높게나타날것으로
예상되며반면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를적게사용하
는소비자들은종량제를선호할것이다. 

3.  선행연구결과

본 연구에 앞서 무선 데이터 통신의 소비자 선호체

계에 대한 연구가 실시된 바 있다(Byun et al, 2004).
이 선행 연구에서는 이동성, 컨텐츠 다양성, 전송속도,
요금체계, 요금수준, 통신품질의 6가지 요소들을 속성
으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선호를 설문조사
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응답자가
각 카드를 매긴 점수를 종속변수를 하는 토빗(Tobit)
모형과점수를순위로변환한후순위를종속변수로하
는순위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사용해서분석
하였으며두모형에서거의같은결과를보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토빗(Tobit) 모형에서 중요

도 비중에서는 설문에 포함된 6가지 속성 중 이동성
(31.93%)이 무선 데이터 통신의 선호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통신품질
(26.17%), 컨텐츠 다양성(14.83%), 통신요금
(14.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송속도(7.91%), 요
금체계(4,98%)는 10% 미만으로 영향력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순위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에서
도이순서는변함없으며, 그 값역시거의차이를보이
지않았다. 
지불의사액측면에서살펴보면값이이동성, 통신품

질, 컨텐츠 다양성, 전송속도, 요금체계 순으로 나타났
으며 통신요금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중요도 비중과
동일한순서를보이고있다.

III. 컨조인트설문및추정모형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시장은컨텐츠의개발속도
가빠르고, 공급업체간의경쟁이치열하여소비자에의
한선택권이사업성공에점점더중요한요소로부각되
는등수요견인형(demand pull) 시장의특성을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잠재 소비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
소비자의 수요요인을 분석과 시장구도 전망이 보다 현
실과부합하는사업자전략을마련하는데도움을줄것
으로기대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가상적인상황에
서의소비자의진술선호를기초로분석하는기법중가
장널리쓰이는방법중의하나인컨조인트분석(Green
and Srinivasan, 1978)을이용하였다.  컨조인트분석
방법론은 통신(Batt and Katz, 1997), 교통
(Hensher, 1994; Calfee et al, 2001; Byun et al,
2004; Lee et al, 2003c), 환경(Roe et al., 1996;
Alvarez-Farizo and Hanley, 2002), 의료(Slothuus
et al, 2002) 등의다양한분야에서적용되어왔으며시
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상품 및 신기술(Lee et al,
2003a; Lee et al, 2003b)의각속성에대한소비자의
지불의사액계산, 가격설정, 시장점유율예측등에널
리이용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유력한 무선 데이터 통신의 대

안으로 여겨지는 무선랜과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대상
으로 각 서비스가 보유한 고유하고 배타적인 경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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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센스없이사용가능한공용주파수대역으로우리나라는900MHz대와

2.4GHz를 ISM 밴드로사용하고있다.  

3) 1패킷의크기는국가별로, 네트워크전송속도별로차이가있으며한국의경

우는512kbytes를1패킷으로적용하고있다.



요소를 추출하여 카드를 작성하고 이동전화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남녀 457명을 대상으로 컨조인트 설문
을 시행하여 확보한 진술선호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
들의선호를분석하였다(표 3 참조). 

1.  컨조인트설문

컨조인트설문은제품의가치를결정하는주요속성
과그속성수준을기재한복수의카드를응답자에게제
시하여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소비자 선택에 대한 자료
를이용하여선호체계를파악하는방법이다.  다시말해
서, 카드에 대한선호정보를바탕으로속성별부분가치
(part-worth),4) 속성의 변화에 따른 보상후생
(compensated surplus) 등을 추정하여이로부터상품
의잠재가치등에관한정보를도출할수있다. 
앞 장에서 설명한 무선 데이터 통신의 경쟁적 요소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 선결과제 순위5)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수요자의선호와효용에직접적으로영향을
줄수있는핵심적인속성들을표4에서보는바와같이
선정하였다.  단말기, 속도, 품질, 가격체계, 비용의 5가
지속성을포함시켰으며각속성의수준은속성별특성

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선행연구(Byun et al,
2004)의 이동성과 컨텐츠 다양성 속성은 본 연구에서
는단말기라는속성에서복합적으로고려되도록했으며
통신품질은더욱구체적으로정의하여응답자들이명확
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송속도와 요금
수준은 수준(level)을 좀 더 세분화하여 요금체계는 동
일하게제시하였다
우선 단말기는 휴대폰, PDA, 노트북 PC로 구분하

였으며, 이들단말기들은그기기자체로서의효용뿐아
니라 이동성, 컨텐츠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휴대
폰으로무선인터넷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이동중에
사용이가능하고전국어디서나사용할수있지만노트
북 PC를 통해 무선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특정
구역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  반면
컨텐츠는노트북으로무선랜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
는 기존 유선 인터넷(ADSL을 기준) 수준의 컨텐츠 사
용이 가능하지만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에는 단말
기, 통신속도등에의해텍스트나간단한그래픽위주로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PDA는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수있는단말기이다.  충분히훈련된설문조사원
들이 설문 응답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
시킨후설문에참여하도록하였다. 
전송속도는 IMT-2000 수준의 이동통신 속도인

2Mbps와무선랜수준의 10Mbps로각각최저, 최고치
로 설정하고 중간 수준인 6Mbps를 추가하였다.  설문
지에는응답자들의이해도를높이기위하여CD 1장분
량의 영화파일(650Mbytes)을 다운받는데 각각 43분,
14분, 9분을같이제시하였다. 
통신품질 관련한 속성으로는 접속실패 및 단절율을

사용하였으며, 10회 중 접속실패 및 단절횟수가 몇 회
인지 통해 나타내었다.  현존하는 무선 데이터 통신 서
비스들의성공률이일반적으로 90%가넘고최저 8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0회 중 0,1,2회로 수준을
설정하였다.  
요금체계는무선인터넷에서주로적용하고있는사

용시간 또는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요금체
계인종량제와무선랜또는 ADSL 등에서 적용하는사
용량에 무관하게 월 일정액을 지불하는 정액제로 나누
었다. 
통신비용은 월 3, 8, 13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인터넷 사용료와 더불어 단말기 대여비까지 모두 포괄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반면 서비스 별로 정확한 수준
산정이어려운정보이용료는제외되었다.  가격 수준은
현재인터넷서비스의요금수준및기기가격, 시장금
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선정되었으며 종량제
의경우는월평균적으로지불하는서비스액수를나타
낸다고 정의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설문하기 전에
응답자들에게충분히주지시키도록하였다. 
이와같은속성들에따라 162개의카드조합이가능

하나직교검사(orthogonal test)를 실시하여,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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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조사지역, 시기

조사대상

표본크기

표본추출방법

자료수집방법

내용

서울, 2003년 8월

만20~59세성인남/녀

457명

지역별, 성별, 연령별할당표본추출

구조화된질문지를이용한개별면접법

표 3.  설문조사의개요

속성

단말기

속도

10회통신시도접속실패
또는통신중단절횟수

가격체계

비용

수준

휴대폰, PDA, 노트북PC

2, 6, 10Mbps

0, 1, 2회

종량제, 정액제

3, 8, 13 만원/월

표 4.  설문에포함된속성및수준

4) 각 속성에서 최저수준과 최고수준 사이에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의 차이를

의미하며이를통해각속성의상대적중요도(relative importance)를도출

할수있다.

5) 전자부품연구원(2002)에따르면‘이동전화를통한무선인터넷서비스선결

과제’에서 1위가요금인하, 2위가속도향상, 3위가편리성향상, 4위가컨텐

츠확대로조사되었다.  본연구에서의속성중비용및가격체계는요금인하

에, 전송속도는속도향상에, 단말기는편리성확대및컨텐츠, 10회통신시도

접속실패또는통신중단절횟수는편리성에대응된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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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2장의 카드를 만들었다.  12개의 카드가 한꺼번에
제시될때응답자의순위선정에오류가발생할수있으
므로이카드들을 4개씩 3그룹으로분류하여제시하고,
응답자의선호도에따라순위를기입하게하였다. 

2.  추정모형

추정모형은순위자료를이용하는기본적인모형인
순위 로짓 모형과 좀 더 유연한 형태인 베이지안 혼합
로짓모형을사용하였다.
컨조인트 모형에서는 응답자의 간접효용 함수를 확

률효용 모형(RUM: Random Utility Model)을 이용
하여다음과같이정의한다.

Uij=V(wi, xj)+εij=Vij+εij (1)

여기서 Uij는 i 응답자가 대안 j를 선택할 때의 간접효
용, wi는 개인특성 벡터, xj는 j 대안의 속성수준 벡터,
Vij는 확정항(deterministic term)이고 εij는 확률항
(stochastic term)이다. 
본연구에서설문의응답자는앞서식 (1)에서정의

된효용함수에근거해서각카드의선호도에따라순위
를 기입하게 된다.  이 순위 자료(ordered data)를 이
용하여속성의가치를측정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확
률로서 순위가 결정되는 순위 로짓 모형(Rank-
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순위 로짓 모형
은서수적효용이라는경제학적관점이잘반영된모형
이다. 
각 응답자가 J개의대안에대하여가장선호하는대

안을 1위로 해서 순위를 r=(r1, r2, ..., rJ)와 같이 매겼
을 때 카드의 선호순서가 이와 같이 결정될 확률 및 로
그우도 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Hausman and Rudd, 1987; Koop and Poirier,
1994). 

J-1 eVh

Pr[U(r1)＞U(r2)＞...＞U(rJ)]=Π ------------------------------------ (2)
h=1 Σ J

m=h e
Vm

J J-1 eVh

ln L(β)=Σ In[ Π ------------------------------------] (3)
i=1    h=1 Σ J

m=h e
Vm

여기에서 β는추정해야할계수들의벡터(vector)를 나
타낸다. 
또한 일반적인 순위 로짓 모형 외에 베이지안

(Bayesian) 방법(Kim et al, 2005; Train, 2003)을
이용한혼합로짓모형(Mixed logit)을사용하였다.  순
위 로짓모형을포함한일반적인로짓모형은확률계산
이 용이한 대신 두 대안 사이의 선택확률 비율이 다른
대안들의 속성변화에 무관하다는 한계(IIA:
Independent of Irrelevant Alternatives)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현실의 상식과는 부합하지 않는 성질로서
추정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다.  반면 혼
합 로짓 모형은 각 속성의 계수가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가정함으로써서로상관관계를가질수있게되
기때문에 IIA 제약6)을내포하고있지않다.  뿐만아니
라 응답자들이 서로 다른 값의 계수 추정치를 가질 수
있기때문에개인사이의이질성을반영할수있다는장
점도가지고있다.  이와같이혼합로짓모형은일반적
인순위로짓모형보다유연한형태이므로자료의특성
을보다적극적으로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실제
추정을할때는우도함수의극대화와관련된문제가없
고 일치성(consistency)과 효율성 면에서 유리한 베이
지안추정방법을이용해혼합로짓모형을추정하였다. 
일반적인 순위 로짓 모형에서와 마찬가지의 확률효

용모형을이용하고계수에대해추가로확률분포를도
입한다. 

β=N(b, W)                                             (4)

여기서 N은 정규분포, b와 W는 각각 평균, 분산을
의미한다.  β가주어져있다고하면

J-1 eVh

Pr[U(r1)＞U(r2)＞...＞U(rJ)|β]=Π ------------------------------------
h=1 Σ J

m=h e
Vm

L(r|b, W)=∫L(r|β)φ (β|b, W)d β (5)

이와같은형태가되며이후추정에서가격계수같이
한방향의부호만을가질수있는일부속성들은정규분
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속성
들에대해서는로그정규분포를사용하였다.  
이들모형을통해계수들을추정하면선형효용함수

가정에따라 k개의속성에대한소비자의한계지불의사

6) 컨조인트설문자료를이용하는경우동일한종류의재화에대해대안카드

를구성하는것이일반적으로대체로 IIA 제약이있더라도크게문제되지는

않는다.  여기서혼합로짓모형은개인간의이질성을반영할수있다는측

면에서의의미가더크다고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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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는 식 (6)
과같은방법으로계산할수있다. 

∂U/∂k ∂T-1/∂y ∂y/∂k ∂y/∂k
-------------------------=-----------------------------·------------------------=----------------------- (6)
∂U/∂p ∂T-1/∂y ∂y/∂p ∂y/∂p

IV. 추정및분석결과

분석에사용된변수는표5에나타난바와같다.  개
인 특성변수의 경우 연령, 성별 등과 대안 속성과의 상
호작용을모두포함해서분석한결과순위로짓모형과
혼합로짓모형모두에서가장유의한결과를보이는소
득변수를선택하여속성들과의상호작용을분석하였다.
이변수들을이용한실제추정식은다음과같다. 

yij=βPDAPDAj+βNPCNPCj+βSPEEDSPEEDj

+βBREAKBREAKj+βPRISYSPRICESYSj

+βPRICEPRECEj+βPDA_INCPDA_INCij

+βNPC_INC NPC_INCij+βSPD_INCSPD_INCij

+βBRE_INC BRE_INCij+βPSYS_INCPSYS_INCij

+βPRI_INC PRI_INCij+εij (7)

식 (7)의 순위 로짓모형추정결과를표 6에 나타내
었다.  추정은순위로짓모형의경우 Limdep 8.0을, 베
이지안혼합로짓모형의경우는Gauss를이용하였다. 
한계 지불의사액의 경우는 개인특성변수와 속성변

수 간의 교차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특성변수
(여기서는연령변수)에의존하므로각개인별로속성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구한 다음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신품질이나전송속도같이단위가존재하
는연속변수성격을띄고있는경우의한계지불의사액
은 한 단위 개선될 때마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혼합 로짓모형을이용한결과는표 7과 같다.  β는

평균 b와 분산 W가 각각 추정되고 각각의 표준편차가
구해진다.  혼합 로짓 모형에서도 순위 로짓 모형과 마
찬가지로 식 (7)을 이용하여 계수들을 추정하는데 이
모형에서는 계수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이질성
(heterogeneity)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각 계
수는확률분포를가지게되는데음(-), 양(+)의부호를
모두 가질 수 있는 단말기 종류, 가격체계, 소득과의 교
차항은정규분포를가정하고상식적으로일정한부호7)만

수준(Level)

가장선호하는것‘1’

가장비선호하는것‘4’

PDAP 선택‘1’, 아니면‘0’

노트북선택‘1’, 아니면‘0’

2, 6, 10

0, 1, 2

정액제‘1’, 종량제‘0’

3, 8, 13

PDA×INCOME b

NPC×INCOME

SPEED×INCOME

BREAK×INCOME

PRICESYS×INCOME

PRICE×INCOME

변수

RANK

PDA a

NPC a

SPEED

BREAK

PRICESYS

PRICE

PDA_INC

NPC_INC

SPD_INC

BRE_INC

PSYS_INC

PRI_INC

내용

순위

PDA

NPC

전송속도(최대Mbps)

10회중접속실패,
단절횟수

가격체계

통신요금(만원/월)

PDA 선택과소득

노트북선택과소득

전송속도와소득

통신품질과소득

가격체계와소득

통신요금과소득

표 5.  변수설명

a) PDA, NPC가모두‘0’일경우는휴대폰
b) INCOME: 월가구소득400만원을기준으로400만원이상이면‘1’. 400만원이하면‘0’인더미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개인특성변수(소득)과의상호작용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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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가질수있는전송속도, 통신품질, 비용은로그정규분
포를가정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혼합로짓

모형에서의계수들이순위로짓모형에서의계수들보다
유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로짓 모형에서는
교차항을 제외하고는 전송속도와 비용의 계수들만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혼합 로짓 모형에
서는 모든 속성들의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혼합
로짓모형 추정결과에 따르면 개인간의 차이에 의해 발
생하는 분산이 모두 유의함을 보이고 있어 응답자들의
선호가 이질성(heterogeneity)가 명확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혼합 로짓 모형에서는 계수들 사이의 상
관관계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유연성의 증가로 인해 혼
합로짓모형의결과가더의미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단말기는 단순히 통신기기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이

동성, 컨텐츠의다양성의개념을포괄하고있다.  또 휴
대폰은 무선 인터넷의 주요 단말기로, 노트북 PC는 무
선랜 서비스의 단말기로서 이용되고 있으므로 무선 데
이터통신의종류와도뗄수없는관계가있다. 이와같

*: 5% 유의수준에서유의함

계수추정치

0.0442

-0.1234

0.1781*

-0.0466

-0.0656

-0.2039*

0.0829

0.4053*

-0.0959*

0.0672

-0.0839

0.0650*

한계지불의사액(만원/월)

0.5120

0.5078

0.7547

-0.0697

-0.6405

PDA

NPC

SPEED

BREAK

PRICESYS

PRICE

PDA_INC

NPC_INC

SPD_INC

QUA_INC

PSYS_INC

PRI_INC

표 6.  순위로짓모형의추정결과

*: 5% 유의수준에서유의함, a: 정규분포가정,  b: 로그정규분포가정

분산8)

0.5662*

0.6039*

0.2374*

0.0012*

0.6603*

50.7034*

0.5392*

0.8613*

0.2553*

0.6858*

1.0585*

0.3228*

한계지불의사액(만원/월)

0.5131

0.1628

0.4778

0.1247

-0.2332

PDA(Na)

NPC(N)

SPEED(La)

BREAK(L)

PRICESYS(N)

PRICE(L)

PDA_INC(N)

NPC_INC(N)

SPD_INC(N)

QUA_INC(N)

PSYS_INC(N)

PRI_INC(N)

계수추정치

0.4625*

0.2220*

0.3820*

-0.0206*

-0.3079*

-1.2639*

0.3041*

-0.0661

0.3883*

0.3612*

0.0729

0.1910*

표 7.  베이지안혼합로짓모형의추정결과

7) 전송속도는 양의 부호만을, 통신품질은 접속실패·단절횟수라는 부정적인

요소들로표현했으므로음의부호만을, 비용은음의부호만을가질수있도

록설정하였다.

8) 이는 시뮬레이션상에서개인간의차이에따른분산을의미하는것으로추

정의표준편차와는무관하다. 



는두가격체계사이에특별히선호도의차이가있다고
볼수없으며혼합로짓모형에서는종량제를더선호하
며정액제에서종량제로바뀔경우 2,332원/월정도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용시간의
제약이없다는점으로인해정액제가더선호되는결과
를 보인 기존의 선행 연구(Byun et al, 2004)와 대조
적인 결과이다.  이는 시간이 흐르고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정액제는사용시간의무제한이란장점이있는
반면적게쓰는사람의경우에는아무리적게이용해도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과거연구의시점에서는소비자들이많은시간을이
용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정액제를 선호했으나 선행
연구 이후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가 보다 확산된 본
연구의 시점에서는 생각처럼 많은 시간을 이용하지 않
기때문에이용도가낮을시상대적으로저렴한종량제
를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 
교차항의경우는순위 로짓모형에서는노트북PC,

전송속도, 비용과 소득의 교차항이 5% 수준에서 유의
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세 교차항은 각각 양,음,
양의부호를가진다.  노트북 PC와의교차항이양의부
호를 가지는 것은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고가인
노트북 PC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송
속도와의 교차항이 음의 부호를 가진다는 것은 소득이
높을수록전송속도에민감하지않다는것을말한다.  그
리고비용과의교차항이양의부호를가진다는것역시
소득이 높을수록 가격에 덜 민감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혼합 로짓 모형에서는
PDA, 전송속도, 통신품질, 비용의 교차항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PDA를 선호하고 전송속
도에 민감하며 통신품질과 비용에 대해서는 덜 민감함
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송속도에 대해서는 순위 로짓
모형과반대의결과를보이고있다. 
표 8에서는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속성별

상대적중요도(relative importance)를보여주고있다.
90% 이상을 비용과 전송속도가 차지하고 있으며 단말
기, 가격체계, 품질이나머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
는통신품질의상대적중요도가 26%, 전송속도의상대
적중요도가 8% 정도밖에되지않던선행연구(Byun

은 의미를지니는단말기속성에대해서살펴보면순위
로짓 모형에서는 단말기를 나타내는 변수인 PDA와 노
트북 PC의 계수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통신의단말기로서휴대폰과PDA, 노트북에대
한소비자의선호가무차별하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
혼합로짓 모형에서는 모두 양의 부호를 가지고 PDA의
계수추정치가노트북 PC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PDA, 노트북 PC, 휴대폰순으로선호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성은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 인
터넷서비스가컨텐츠의다양성은노트북 PC를이용한
무선랜서비스가강점을가지고있다. 추정된결과를통
해 논의해보면 순위 로짓 모형에서의 경우는 이동성과
컨텐츠에대한각서비스의장단점이서로상쇄되어거
의 무차별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인간 이질성
(heterogeneity)을 고려한 혼합 로짓 모형에서는 이동
성보다는 컨텐츠의 다양성이 더 중시되어서 무선랜 서
비스가 더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동성의 상
대적 중요도가 컨텐츠 다양성의 2배 이상 되는 결과가
나타났던선행연구(Byun et al, 2004)와 상당한차이
를보이는부분이다.  또 본연구에서는두가지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PDA 기기에 대한 선호
도가상당히큰것으로나타났다.
전송속도의 경우는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1Mbps의속도가증가하는데한계지불의사액이
각각 7,547원/월, 4,778원/월으로서카드에서의최저수
준인 2Mbps에서 10Mbps로 속도가 증가할 경우 각각
60,376원/월, 38,224원/월로 상당히 큰 액수로 나타났
다.  이러한점은상대적으로전송속도가빠른무선랜서
비스의경쟁력을지지해주는결과라고볼수있다.
10회 중 접속실패 및 단절횟수는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지만 혼합 로짓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보였다.  10회 중 접속실패또는단절횟수가 1
회 줄어드는 데 대한 한계 지불의사액도 각각 697원/
월, 1247원/월로 상당히 작은 수치로서 서비스 경쟁에
있어 그다지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통신품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지불의사
액이 이동성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던 선행 연구(Byun
et al, 2004)과는매우상이한결과로전체적인무선데
이터통신서비스의통신품질향상으로인해소비자들
에그에대해예전만큼민감하게반응하지않는다는해
석을할수있다.  또이전연구의경우통신품질에대해
서 단순히‘좋음’, ‘나쁨’으로만 구분했기 때문에 응답
자들의 인식상 전송속도같이 품질과 구분하기 애매한
속성이충분히분리되지못했지만, 본 연구에서는구체
적으로 10회중접속실패및단절횟수를속성으로사용
함에따라전송속도에대한선호를분리해낼수있었기
때문에다른결과가나온것이라고도해석할수있다. 
가격체계는 종량제와 정액제로 구분해서 분석했는

데,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었고 혼합 로짓 모형에
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순위 로짓 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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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단말기

속도

접속실패및단절률

가격체계

비용

순위로짓

4.72

34.53

2.23

3.17

55.34

혼합로짓

3.40

25.13 

1.79

1.59

68.08

표 8.  속성별상대적중요도(relative importance, %)



et al, 2004)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 우선 품
질 관련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접속실패 및 단절률의 중
요도가선행연구의통신품질의중요도에비해서현저히
떨어졌으며전송속도의중요도가급격히증가했다.  단
말기의경우생각보다중요도가작게나왔는데이는단
말기가 가지는 의미가 실제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
라 워낙 복합적인 이동성, 컨텐츠 등 여러 요소들을 대
표하고있다보니그요소들이서로상쇄되어서이러한
결과를보인것으로예상된다.
비용의 경우 앞선 연구(Byun et al, 2004)보다 그

중요도가 급격히 커졌는데 이는 이전 연구에서 설정했
던 종량제 기반의 10초당 비용보다 본 연구의 정액제
기반의월이용료개념이응답자들에게더현실적인수
치로 느껴져서 더욱 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
라고보여진다.    

V. 결론및시사점

혼합로짓모형에서의계수비교와두모형모두에서
의전송속도에대한지불의사액및상대적중요도에따
르면 전반적으로 노트북이나 PDA를 이용한 무선랜 서
비스가 휴대폰 기반의 무선 인터넷보다 소비자의 선호
측면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
리고단말기계수결과를볼때노트북이휴대폰보다유
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선랜 기술의 발전과 핫
스팟의확장을통해무선랜서비스를이전보다더편리
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이는소비자들의컨텐츠에대한욕구가더커진것으
로파악할수도있다.  그러나순위로짓모형에서는데
이터통신의단말기로서휴대폰과PDA, 노트북에대한
소비자의선호가무차별하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
한차이를보이는것은혼합로짓모형이소비자의이질
성(heterogeneity) 가정이나 IIA 제약을 받지 않는 등
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으며 계수의 분포를 사전적으로
가정할수있는특징을가지고있기때문인데따라서혼
합로짓모형의결과에좀더의미를둘필요가있다. 
전반적으로 휴대전화보다는 노트북 PC가 선호되고

전송속도의 중요성이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무선
인터넷보다는 무선랜 서비스가 현재로서는 더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말기 속성에 대
해서 모든 모형에서 이러한 결과를 일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므로 노트북 PC가 더 우월하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 전략의 방향에 따라 어떤
단말기 산업도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PC 산업측면에서는이러한무선랜서비스의강
점을 살려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
이며 이동통신 관련 사업자들은 무선 인터넷이 경쟁력
을갖추도록하기위해서다양한컨텐츠의개발과전송
속도의개선에대한노력이절실하게필요한것으로보

인다.  국가적으로는이동성보다컨텐츠에대한소비자
의욕구가증가하고있는것을고려하여소비자의욕구
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이필요할것이다.  컨텐츠측면에서불리한측
면을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에서도 이동통신에 특화될
수있는이용자의위치정보를이용한다양한서비스컨
텐츠 및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컨
텐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무선랜에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확보할수도있을것이다.  그리고소비자들이
전송속도에부여하는중요성을감안해볼때차세대무
선데이터통신관련산업정책을수립하고시행함에있
어무엇보다도전송속도의개선에중점을두어야할것
으로보인다.  
혼합로짓모형에서눈여겨볼만한또다른결과는

PDA의 강세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두 가지 서비스의
결합(Convergence) 형태, 즉 무선랜서비스와무선인
터넷을모두이용할수있는듀얼모드단말기에상당히
큰 선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단말기 생산자
측면에서는새로운듀얼모드단말기에대한제품혁신
(product innovation)에대한유인이존재하며또한와
이브로(Wibro)같은 무선인터넷과무선랜서비스의중
간자적인기술에대한유인역시상당부분존재할것으
로 보인다.  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듀얼 모드 단말기의 기술 발전
및새로운서비스의개발은이동통신산업의판도를결
정짓는요소가될것으로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의 상대적 중요도가 다른 모든

속성들의 합보다도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소
비자들이 비용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비
용의인하가무선데이터통신의보급확산에있어가격
체계변경이나통신품질개선등의다른요소들보다중
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의 비용이란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비용뿐아니라단말기자체의
구입비용도포함된다.  따라서 컨텐츠산업측면에서는
다각화뿐만아니라지금보다저렴하게서비스의이용할
수있도록하는노력이중요하며, 단말기산업측면에서
는듀얼모드단말기에대한제품혁신뿐아니라기존단
말기에 대한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그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시장정
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노트북 PC의경우는
단말기계수자체로는휴대폰보다소비자들이선호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른 단말기보다는 월등히 비싼 가격
을가지고있기때문에기기가격까지종합적으로고려
하면 오히려 휴대폰보다 더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PC 생산자측면에서는더더욱생산단가의하락이무선
데이터통신단말기시장의선점에있어중요한요소가
될것으로보인다. 
본 연구는기술및서비스의속성에대한소비자선

호분석을 바탕으로 무선 인터넷과 무선랜 서비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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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구도및새로운서비스개발의유인을분석하고자하
였다.  하지만이는소비자의선호측면에서만의분석일
뿐비용등의생산자적요소까지함께고려하고있지는
않다.  그리고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기
술의 세부적인 속성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계가있다. 따라서앞으로의연구에서는비용측면과전
문가관점에서의속성분석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분석
을진행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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