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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소비자 선호 분석 연구는 기업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비자 선호 분석 연구

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사전에 연구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연구 결과를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 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인 경영 전략 수립에 필수

적이다. 

소비자의 제품 선호 분석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모형은 이산 선택 

모형이며, 일반적으로 이산 선택 모형에 단일 제품의 속성을 반영하여 연구 

진행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특정 제품만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도 연관된 다른 제품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히 최근 급속도

로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들은 우수한 호환 기능을 기반으로 상호 연관되

어 함께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산 선택 모형에 분석 대상 제품의 속성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게 될 연관된 제품들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소비자 선호 분석을 위해 요구된다. 

스마트기기들은 함께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보완관계 특성이 존재하며, 유사

한 기능의 다른 스마트기기를 대체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체관계 특성 

또한 존재한다. 기존 문헌들에서 스마트기기 상호간의 보완 및 대체관계는 주

로 소비자들의 이용 상황에 따라 분석 진행된 반면,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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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을 포함한 특성에 초점을 맞춰 보완 및 대체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관된 스마트기기들의 유사 특성을 이산 선택 모형에 반영

하여 태블릿PC(스마트패드)와 스마트TV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소비자가 선

택 대상 제품만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함께 

사용하게 될 연관된 제품들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경우로 구분 모형화한 

후, 이산 선택 모형 중 하나인 혼합 로짓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

한 시장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함께 사용하게 될 제품들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실제 시장 상황과 비교 분석하고, 미래 스

마트기기 시장 점유율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소비자의 제품 선호 분석 

및 기업의 제품 차별화 전략을 도출해내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보완 및 대체관계, 인지도, 태블릿PC, 스마트TV, 혼합 로짓 모형, 

소비자 선호, 시장 점유율 시뮬레이션 

학  번 : 2013-2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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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품과 서비스 선택에 관한 소비자 선호 분석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

되어 왔으며, 소비자 선호 분석에 관한 데이터는 설문을 통해 수집되는 

Stated Reference(SP) data와 실제 구매 행동 관찰로 수집되는 Revealed 

Preference(RP) data가 있다. SP 데이터는 시장으로 출시 예정인 제품 및 새

로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현

재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Brownstone et al., 2000).  

소비자 선호 분석 연구를 위해 이용되는 모형 중 이산 선택 모형은 확률 효

용 이론을 바탕으로 Multinomial Logit Model, MNP Model, Random 

Coefficient Logit Model(of Mixed Logit Model), MVP Model 그리고 

MDCEV Model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이산 선택 

모형을 이용한 대부분의 소비자 선호 분석 연구는 분석 대상인 단일 제품의 

속성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분석 진행하며, 연관된 다른 제품들의 특성들에 대

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단일 제품만을 고려하는 연구는 해당 

제품을 완전대체재로 가정하고 분석하는 것이며(Gentzkow, 2006), 이것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 선호 분석 연구

에 적합한 방법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연관된 제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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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용하는 경우 즉, 완전대체재가 아닌 경우에는 현실과 괴리되는 가정이

며, 시장에서 관찰되는 많은 새로운 제품들은 소비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연관된 제품들과 함께 사용된다.  

유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소비자들이 동일한 Choice Set에 직면한 

경우에도 종종 다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2가지의 설명이 

존재한다. 첫째, 유사한 소비자들이 사실은 매우 이질적이어서 관찰된 특성들

이 같더라도 관찰되지 않은 기호를 지닌다는 점과 둘째, 동일한 기호를 지니

지만 서로 다른 경험을 지녀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Smith, 2005). 소

비자들은 제품 선택 시,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관된 제품들

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소비자의 제품 선호 

분석을 위해서는 선택 대상인 단일 제품의 속성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

는 함께 사용하게 될 연관된 제품들의 특성을 이산 선택 모형에 반영해야 한

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제품들은 기존에 다른 유형군의 

제품들과 달리 호환 기능을 기반으로 연관된 스마트기기들과 함께 사용되는 

빈도가 높다. 또한 연관된 스마트기기들 상호간에는 보완관계 특성과 대체관

계 특성을 함께 지니는 특징이 있다. 보완관계는 함께 소비될 때 효용이 증가

하는 관계를 의미하며(Katz & Shapiro, 1994), 대체관계는 속성이 유사하여 

연관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Batsell, 1982).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하나인 태블릿PC(스마트패드)는 스마트폰과 호환되어 함께 사

용될 수 있으며,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은 속성이 유사하여 대체 사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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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보완관계인지 대체관계인지 확정적으

로 언급하기 어렵다. 스마트기기 상호간에 보완관계 및 대체관계를 설명하는 

대다수 연구들은 특정 상황 분석을 통해 제품들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 한 예로 강중구(2013)는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의 관계에 대해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각각의 기기 중 하나만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비

해 뉴스 이용 시간이 2배 이상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이것은 뉴스 이용에 

있어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이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 대상이 되는 스마트기기의 여러 속성과 연관된 스마트기기들

의 유사 특성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보완 및 대체관계에 대한 문헌적 정의에 입각하여 스마트기기 

상호간의 보완 및 대체관계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태블릿PC와 스마트TV 각각에 대해서 해당 제품 속성만을 

반영한 모형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관된 스마트기기들의 특성을 반영한 모

형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소비자가 스마트기기 

선택 시 선택 대상 제품의 속성만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경우. 둘째, 함께 사

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관된 제품들의 특성과 선택 대상 제품에 대

한 인지도를 모형에 반영한 경우이다. 여기서 제품 인지도를 모형에 반영한 

이유는 스마트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요인들을 통제하는 동시

에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스마트기기 특성상 선택 대상 스마트기기에 

대한 인지도는 해당 스마트기기에 대한 인식 및 활용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

성과 같은 소비자의 이질성을 대표할 수 있다. 그리고 2가지 모형에 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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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한다. 시뮬레이션 분

석은 시장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각 모형이 지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스마트기기 시장 점유율을 예측해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가상적인 태블릿PC와 스마트TV 대안을 응답자에게 

제시하여 소비자의 진술 선호 정보를 추출하는 이산 선택 실험 및 모형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응답자들의 선택 대상 스마트기기에 대한 인

지도와 선택 대상 스마트기기와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폰 및 태블릿PC 보유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모형으로는 확률 효용 이론에 

기반한 혼합 로짓 모형(Mixed Logit Model)을 이용하였으며, 스마트기기에 

대한 인지도 및 연관된 스마트기기들의 속성은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이용해 모형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인 제 2장에서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 보완 및 대체관계에 대한 문헌 연구 그리고 소비자의 이질

성을 이산 선택 모형에 반영한 기존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용된 연구 모형 및 방법론 그리고 실증 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제시된 모형의 추정 결과 및 결과 분석을 실시하고,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및 한계점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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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2.1 스마트기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 연구 

 

 

  스마트기기 산업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스마트기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 왔으나,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연구는 기술적 측면의 연구들이 대부분이

며 소비자 관점의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하지만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선호 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스마트기기의 기술과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대표 스마트기기인 스마트폰과 본 연

구의 소비자 선호 분석 대상 제품인 태블릿PC와 스마트TV에 대해 소비자 관

점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폰은 디지털 이동전화의 기능과 PDA의 기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장치이다(Laudon & Laudon, 2006).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은 지속적

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동통신업자 및 제조사의 스마트폰 출시

경쟁으로 보급이 확산되어 왔다. 스마트폰 이전의 일반적인 휴대폰이 소비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 브랜드, 인터페이스 그리고 

기능적 특성이었다(Karjaluoto et al., 2005). 스마트폰은 일반 휴대폰과 비교

할 때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Wi-

Fi(Wireless Fidelity) 등의 기술적 차별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배재권 과 정화민 (2008)은 설문지법과 직접질문법을 이용하여 소



6 

 

비자들의 스마트폰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 속성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 가장 중요한 속성은 운영체제, 무선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DMB 순으로 나

타났다. 

태블릿PC란 키보드를 사용하는 기존의 PC와 달리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조작하는 개인용 PC를 의미한다. 우수한 휴대성을 바탕으로 최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태블릿PC는 PC 시장 및 노트북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태블릿

PC는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사(MS)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으나, 애플의 태

블릿PC ‘아이패드’가 출시된 2010년 4월에 본격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태블릿PC는 편리한 휴대성뿐만 아니라 Wi-Fi와 결합되어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었으며, 스마트폰과 비교하여 넓은 화면에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를 즐길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은 2010년 10월 출시되었으며, 안드로이드 OS를 적용하여 아이패드와 스

마트폰의 틈새시장을 개척하였다.  

태블릿PC에 대해 문성철 과 윤해진 (2012)은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이용해 기술 채택에 작용하는 각 변수들이 소비

자의 태블릿PC 채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방정식(SEM)을 통해 검

증하였다. 개인적 성향변수와 환경적 요인 등이 포함된 외생변수(개혁성향, 

기능적 속성, 비용합리성, 사회적 이미지)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신념변수(용

이성과 유용성)외에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 널리 활용되는 유희성 변수를 선정

하였다. 연구 결과, 기능적 속성이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 외생변수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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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2006)은 조건부 순위결정법을 이용하여 태블릿PC를 포함하는  

Post PC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였다.  Post PC의 속성은 CPU 

처리속도, 구입 가격, 자료 입력 방식, 화면 크기, 그리고 휴대 간편 정도 6가

지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처리속도 1% 개선 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은 

1,417원이었으며, 화면 크기 1인치 축소 시 지불의사액은 20,004원으로 나

타났다.   

스마트TV는 기존의 전통 방식 TV에 CPU, OS 그리고 플랫폼을 탑재하여 

방송,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그리고 통신을 비롯해 차별화되고 개인화된 지능

형 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차세대(4G) 방송통신 미디어를 말한다. 

국내 스마트TV 시장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시장(2010년 52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58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의 

활성화에 힘입어 스마트TV 시장 역시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된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전통적 TV세트 업체 강자인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역량 강화 추세 속에 구글 및 애플 등의 웹 

기반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 TV 

앱 스토어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였으며, 2011년 북미에 출시한 LED-TV의 

70% 이상을 스마트TV로 구성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하지만 스마

트TV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달리 전통적인 가족형 매체이기 때문에 PC

의 편리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꼭 TV에서 구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니즈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박선영과 유승훈 (2012)은 컨조인트 분석법과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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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t model)을 이용하여 스마트 TV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였

다.  스마트TV의 속성은 T-Commerce(결제), 실시간 정보 이용, 월 이용요

금, 웹 기반 VOD 컨텐츠 그리고 화질(SD, HD, UHD)의 5가지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TV의 속성별 

MWTP는 T-Commerce(결제)가 1,710원, 실시간 정보 이용이 2,398원, 웹 

기반 VOD 이용이 2,371원, SD에서 UHD 화질이 2,296원 그리고 SD에서 

HD 화질이 2,567원으로 추정되었다. 모든 속성이 모형에 더미변수로 투입되

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MWTP를 보인 속성 T Commerce의 상대적 중요도 

또한 가장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화질은 전통적인 TV의 중요한 속성

이기 때문에 MWTP가 높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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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완 및 대체관계 

 

 

미시경제학에서 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때 다른 한 제품의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두 제품을 보완관계에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휘발유와 모터오일은 함께 사용되며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때 휘발유뿐만 아니라 모터오일의 수요 또한 감소한다. 그리고 한 제

품의 가격이 하락(상승)할 때 다른 한 제품의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두 제품을 대체관계에 있다고 한다(Pindyck & Rubinfeld, 2001). 예를 

들면, 커피와 홍차는 대체 가능하며 대체 소비할 경우 유사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홍차 가격이 하락할 때 홍차의 수요는 증가하고 

커피의 수요는 감소한다.    

마케팅에서 보완관계는 수요의 교차탄력성(cross-price elasticity of 

demand) 관점보다, 일반적으로 함께 사용될 때 효용이 증가되는 제품들로 정

의된다(Katz & Shapiro, 1994). 대체관계에 있는 제품들은 속성이 유사하다

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속성 유사성이란 한 제품의 전반적인 속성 수준이 다

른 제품들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정도를 의미한다(Batsell, 1982). 이에 따라 

보완관계에 있는 제품들은 소비자의 서로 다른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선

택되어 대개 함께 사용되며, 반면에 대체관계에 있는 제품들은 소비자의 동일

한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선택된다(Lattin & McAlister, 1985; Walter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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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및 대체관계 관련 연구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산 선택 모형과 진술 선호 방식을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

들이 보완 및 대체관계에 대해 고려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

다(Boyle, 1989; Mitchell & Carson, 1989). 

Meyer & Winebrake (2009)는 확산 모형을 이용해 보완관계의 최적 전략

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System Dynamic Model을 통해 보완관계에 있는 

수소연료 자동차와 연료공급 인프라 시설에 대해 4가지 시나리오를 세워 최

적 전략을 도출하였다.  

대안들 간의 경쟁과 대체성(substitution)을 강조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제

품 선호에 미치는 속성 유사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해 왔다. 제품 선택(선

호)에 미치는 속성 유사성의 부정적인 영향은 실증적 소비자 선택 모형 분야

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속성이 비슷한 두 선택 대안

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대안간의 대체성 증가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Hauser & Shugan, 1983). 반면, 의사결정 

휴리스틱과 제품 범주화에 관한 연구들은 제품 선택에 미치는 속성 유사성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Loken & Ward, 1990). 

보완관계에서 한 제품의 구매와 사용이 편리해지기 위해서는 보완관계에 있

는 다른 제품들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불

편함이 초래되어 소비자에게 ‘convenience costs’로 알려진 비용이 발생하

게 된다(Winebrake & Farrell, 1997).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스마트폰, 태블

릿PC 그리고 스마트TV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시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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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시장으로의 침투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convenience costs’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완 및 대체관계에 있는 연관된 제품을 구매할 때 있어서

는 매몰비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매몰비용은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및 실

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회수할 수 없는 즉, 비가역적 비용을 말한다

(Arkes & Blumer, 1985). 매몰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발생하기 때

문에 현재 및 미래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변경될 수 없는 비용이며, 합리적인 

인간은 새로운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매몰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하

지만 소비자나 기업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과거에 투자한 노력, 돈 또는 시

간에 대한 시도를 현재 및 미래에 계속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매

몰비용 효과(sunk cost effect)라고 한다(Arkes & Blumer, 1985; Thaler, 

1980).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을 선택할 때 보완 및 대체관계에 있는 연관된 

제품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고

려한다. 즉, 과거의 의사결정 및 선택이 새로운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제품간의 호환 기능이 강한 스마트기기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제

품들의 특정 운영체제에 대한 습득 노력 및 지불하고 있는 금액 등이 새로운 

스마트기기를 선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매몰비용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스마트기기의 특징 중 하나는 스마트기기 간의 관계가 보완관계인지 대체관

계인지 확정 지어 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보완관계인지 대체관계인지 여부

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용행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

다. 기존 연구들에서 스마트기기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 특정 상황에 따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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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보완관계인지 대체관계인지 설명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연구에서 스마트기기 상호간에는 보완관계가 대체관계보다 강한 것

으로 밝히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 대상이 되는 스마트기기는 호환 기능을 기반으로 다른 연관

된 스마트기기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들을 고려해 분석하는 것이 현실에 보다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선택 대상이 되는 스마트기기(태블릿 PC 및 스마트TV)

의 여러 속성뿐만 아니라, 호환 기능을 기반으로 보완 및 대체관계에 있는 다

른 연관된 스마트기기들의 유사 속성과 매몰비용 즉, 관련된 특성들을 함께 

고려하여 소비자 선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속성들이 평균 소비자 관점에서 보완관계인지 대체관계인지 문헌적 정의

에 따라 해석하고 기업의 제품 차별화 전략에 적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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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산 선택 모형 

 

 

2.3.1 교차항 투입한 이산 선택 모형 

 

 

계량경제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교차항(혹은 상호 작용항, interaction 

term)은 설명변수가 다른 설명변수의 크기에 의존하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그 효과를 추론하기 위해 모형에 투입된다(Ai & Norton, 2003). 교

차항은 소비자 선호 분석을 위한 이산 선택 모형에서도 이용되고 있으며, 소

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제품 및 제도들의 속성 차이를 살펴본 연구

가 주를 이룬다. 3.2에서 상세히 설명하게 될 확률 효용 모형 기반의 이산 선

택 모형에 개인별 특성을 교차항으로 투입할 경우 다음 식 (1)과 같이 된다. 

 

'( , ) ( )nj nj nj nj n nj n n n nj njU V V x S S x                    (1) 

 

식 (1)에서 
njx 는 소비자 n 이 직면한 대안 j 의 속성을 의미하며, 

n 은 각 

속성 수준에 대한 평균 소비자 선호를 나타내는 계수 벡터이다. 
nS 은 개인별 

특성 벡터이며, 
n 는 선호에서 관찰되는 이질성을 나타내는 계수 벡터로써 

소비자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교차항을 투입한 이산 선택 모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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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Jeong et al. (2008)은 소비자 설문으로 얻은 선호에 대한 양적 

정보를 바탕으로 전력선 광대역 통신망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

하고 해당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순위 로짓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속

성은 데이터 전송 속도, 안정성, 월 지불금액, 접속기술 그리고 추가적인 서비

스의 5가지로 선정하였다.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성별, 월 소득, 

인터넷 사용 시간)이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을 

2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모형 1은 평균 선호( 0  )로 구체화하고 모형 2는 

개인 특성과 개별 속성 사이에 추가적인 교차항으로 구체화 했다( 0  ). 

 

 

2.3.2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산 선택 모형으로써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

(Hierarchical Bayesian Model)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

은 확률 효용 모형에서 속성별 소비자 선호를 나타내는 계수 벡터, 
n 이 응

답자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소비자의 이질성을 반영하게 된다(Allenby & 

Rossi, 1998).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2)와 같다. 

 

~ (0, )n n n N    nz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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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nz 는 개별 응답자 n 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 는 nz 에 대

한 계수의 행렬, n 는 확률항으로써 관측되지 않는 소비자의 이질성을 나타

내며 그리고 는 각 부분가치 간의 공분산을 나타내는 행렬이다(Allenby & 

Ginter, 1995). 이와 같이 소비자의 특성이 모형에 반영되어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홍재 

(2007)는 단말기와 번호 변경에 의한 소비자의 전환 비용을 분석하였으며, 

개인 및 세부 시장 별 특성에 따른 비교를 위해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을 이용

하였다. 또한 오만숙 외 (2013)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

된 요인을 분석하면서 계층적 베이지안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을 계층

화였다.  

  Koo (2012)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 특성을 계층적 베이지안 다항 로

짓 모형에 반영하여 소비자의 스마트기기 선호를 분석하였다. 위 연구에서 소

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때 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상태와 

제품으로부터 얻은 경험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보유한 제품의 

정도와 새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과의 유사성을 주된 영향으로 고려하여 주

기적으로 구매되는 준내구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분석하였다. 위 연구

는 새로운 스마트기기 선택 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완전 대체 가능한 스마트

기기,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선택 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특성 그

리고 태블릿PC 선택 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PC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

하였다. 따라서 Koo (2012)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은 새로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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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기기 선택 시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관된 스마트기기들

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즉, 대체관계뿐 아니라 보완관계 또

한 살펴보았으며, 소비자를 과거가 아닌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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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본 연구의 의의 

 

 

  앞서 언급하였듯이 스마트기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다수 공학적 측면

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으며, 소비자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스마트기기 단일 제품의 

속성만을 반영하여 분석 진행해 왔다. 하지만 스마트기기는 호환 기능을 기반

으로 다른 스마트기기들과 함께 사용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연관된 스마트

기기들의 특성을 소비자 선호 분석 모형에 반영해야 보다 정확하고 현실에 적

합한 소비자의 제품 선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스마트기기의 다른 특징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연관된 스마트기기들을 

함께 사용할 때 효용이 증가되는 보완관계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바탕으

로 다른 스마트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관계 또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스마트기기들의 속성을 포함한 유사 특성을 교차항으로 동시에 반영한 후, 분

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 각 속성에 대해 평균 소비자들이 보완관계

로 인식하는지 또는 대체관계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스마트기기 선택에 매몰비

용 효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분석 결과를 기업의 제품 차

별화 전략으로 확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스마트기기(태블릿PC, 스마트TV)에 대하여 어

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분석에 있어 교차항을 투입한 혼합 로짓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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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비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선호 또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스마

트기기 확산에 따라 시장에 존재하는 많은 기존 제품들이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으며, 다른 스마트기기들과 함께 사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선택 대상 제품과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의 특성을 고

려한 소비자 선호 분석이 지니는 의미는 클 것으로 보여진다. 더 나아가 현실

에 적합한 소비자의 제품 선호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미래 스마트기기 

의 수요 예측과 제품 차별화 전략을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

석 방법을 제품이 아닌 정책 및 제도에 접목할 경우 실효성뿐만 아니라, 개별 

국민들의 선호가 반영된 수용성 높은 제도를 설계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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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모형 및 방법론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비자의 진술선호를 바탕으로 한 이산 선택 실험을 이용하였다. 

이산 선택 실험은 소비자의 선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장에서 제

품을 선택하는 과정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해 주는 방식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Green & Srinivasan, 1978).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

기 중 태블릿PC와 스마트TV에 대한 이산 선택 실험을 시행하였다. 제품에 

대한 속성은 기존 문헌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현황을 바탕으로 각각 

5가지의 속성으로 선정하였다. 이산 선택 실험을 위한 속성 수는 가능하면 작

아야 하며, 6개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Phelps & Shanten, 1978). 속성 

수가 많을 경우 소비자들이 응답 과정에서 혼란을 겪거나 피로도가 높아져 실

험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장에서는 태블릿PC 및 스마트

TV에 대한 각각의 이산 선택 실험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할 이산 선택 모형에 대해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

할 이산 선택 모형은 베이지안 혼합 로짓 모형(Bayesian Mixed Logit Model)

이며, 모형에 교차항을 투입하여 소비자의 제품 선호 분석에 개인 특성을 반

영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현실에 적합한 소비자의 제품 선호 분석 및 기업의 

제품 차별화 전략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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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태블릿PC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제품은 태블릿PC와 스마트TV이다. 먼저 태

블릿PC에 대한 이산 선택 실험 속성 및 설명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에서 제시된 5가지 속성(운영체제, 화면 크기, 단말기 무게, 웹 페이지 열람 

대기시간 그리고 단말기 가격) 이외에도 나열 할 수 있는 기타 기능적 속성들

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5가지 속성 및 수준들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태블릿PC와 각 제조사별 

제품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첫 번째 속성인 운영체제(OS)는 

속성 수준을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윈도우모바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속

성인 화면 크기는 속성 수준을 7인치, 9인치 그리고 11인치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 속성은 단말기 무게로써 속성 수준을 400g, 700g 그리고 1000g으로 설

정하였다. 네 번째 속성은 웹 페이지 열람 대기시간으로 빠름(1초), 보통(5초) 

그리고 느림(10초)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속성은 단말기 가

격으로 그 속성 수준을 50만원, 75만원 그리고 1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이

와 같이 각 속성별 수준은 3가지로 설정하였다.  

 

[표 1] 태블릿PC 이산 선택 실험에 포함된 속성과 수준 

속성 속성 설명 및 수준 

운영체제

(OS) 
설명 

운영체제에 따라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앱)과 애플리케이

션(앱)을 (유료/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온라인 마켓(스토

어)가 다름. (3G/4G나 Wi-Fi(와이파이) 등 무선 인터넷은 

운영체제에 따른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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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3개) 

① iOS : 애플 아이패드 전용 운영체제로, 애플리케이션(앱)

을 유료/무료로 사용하기 위해 애플의 앱스토어만 사용 가

능하며, PC와 연결하여 파일 송수신시, iTunes(아이튠즈 ; 

애플 전용 프로그램)만 사용 가능함.  

② 안드로이드 : 구글에서 배포한 운영체제로, 애플 아이패드 

외에 여러 태블릿PC에서 사용 가능하며, 애플 앱스토어 

외 여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스토어) 사용이 가능함. 

PC와 연결하여 파일 송수신시, 별도의 프로그램은 필요 

없으나, 운영체제와 스마트폰 제조회사가 서로 달라, 최신 

운영체제(OS)로의 업그레이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함. 

③ 윈도우모바일 :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배포한 운영체제로, 

일반 PC의 윈도우를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변형

하여, PC와 호환성이 높음. (태블릿PC에서 오피스 프로그

램 편집 등 작업 수행 기능 등) iOS와 안드로이드 대비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적음. 

화면 크기 

설명 

태블릿PC 액정화면의 크기로, 대표적인 태블릿PC의 액정화면 

크기는 다음과 같음. 

*아이패드(9.7인치), 갤럭시탭 7.0/7.7/8.9/10.1(뒤의 숫자가 

인치임) 

수준 

(3개) 

① 7인치 : 4인치 일반 스마트폰의 3.0배 정도의 화면 크기 

② 9인치 : 4인치 일반 스마트폰의 5.0배 정도의 화면 크기 

③ 11인치 : 4인치 일반 스마트폰의 7.5배 정도의 화면 크기 

단말기  

무게 

설명 

태블릿PC 단말기의 무게로, 대표적인 태블릿PC의 무게는 다

음과 같음. 

*아이패드2(610g), 갤럭시탭7.7(370g), 갤럭시탭10.1(575g) 

수준 

(3개) 

① 400g 

② 700g 

③ 1000g 

웹 페이지 

열람 대기

시간 

설명 

태블릿PC에서 Wi-Fi(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으로 인터넷 접

속 시, 웹 페이지(예: 네이버 홈페이지 등)가 화면에 뜰 때까

지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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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5초는 접속 웹 페이지가 스마트폰 화면에 완전히 표시

될 때가지 5초가 걸림을 의미) 

수준 

(3개) 

① 빠름(1초) 

② 보통(5초) 

③ 느림(10초) 

단말기 

 가격 

설명 태블릿PC의 구매가격 

수준 

(3개) 

① 50만원 

② 75만원 

③ 100만원 

 

  태블릿PC의 속성 5가지와 각각 3가지 속성 수준의 조합으로 생성 가능한 

대안의 수는 총 243개이다(3×3×3×3×3=243). 하지만 총 243개의 대안

을 모두 사용하여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하기에는 시간 및 비용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교성 시험(orthogonality test)을 통해 총 9

개의 대안카드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9개의 대안카드를 3개의 

대안카드로 이루어진 대안 세트를 구성하였고, 각각의 세트에는 ‘현재 태블릿

PC 계속 사용/선호 태블릿PC 없음(No Choice)’의 대안을 포함시켰다. 이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소비자가 실제로 태블릿PC를 

구매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응답자는 대안세트에 포함된 4개의 대

안카드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하나의 카드를 선택하는 과정을 3개의 대

안 세트에 대해 시행한다. 상세한 설문지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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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스마트TV 

 

 

스마트TV에 대한 이산 선택 실험 속성 및 설명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제시된 5가지 속성(운영체제, 화면 크기, 인터넷 검색, 애플리케이션

(앱) 제공범위 그리고 구입 가격) 이외에도 나열 할 수 있는 기타 기능적 속

성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5가지 속성 및 수준들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TV와 각 제조사별 

제품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첫 번째 속성인 운영체제(OS)는 

속성 수준을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기타 운영체제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속성인 화면 크기는 속성 수준을 30인치, 40인치 그리고 50인치로 설정하였

다. 세 번째 속성은 단말기 인터넷 검색 가능 여부로써 속성 수준을 인터넷 

검색 가능 그리고 인터넷 검색 불가능으로 설정하였다. 네 번째 속성은 애플

리케이션(앱) 제공범위로써 속성 수준을 높음 그리고 낮음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속성은 구입 가격으로써 그 속성 수준을 100만원, 200

만원 그리고 3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표 2] 스마트TV 이산 선택 실험에 포함된 속성과 수준 

속성 속성 설명 및 수준 

운영체제

(OS) 

설명 

운영체제에 따라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앱)과 애플리케

이션(앱)을 (유료/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온라인 마켓(스

토어)가 다름.  

수준 ① iOS : 애플 아이패드 전용 운영체제로, 애플리케이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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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을 유료/무료로 사용하기 위해 애플의 앱스토어만 사용 

가능함.(현재 국내에서는 구매할 수 없으나, 본 조사에서

는 구매가 가능하다고 가정함.) 

② 안드로이드 : 구글에서 배포한 운영체제로, 애플 아이TV 

외의 여러 스마트TV에서 사용 가능하며, 애플 앱스토어 

외 여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스토어) 사용이 가능함.  

③ 기타 운영체제 : 삼성전자의 바다OS 등 iOS와 안드로이

드 이외의 제조사 자체 운영체제  

화면 크기 

설명 스마트TV 스크린 화면 크기 

수준 

(3개) 

① 30인치 : 가로 66.3cm, 세로 37.3cm 정도의 화면 크기 

② 40인치 : 가로 88.3cm, 세로 49.7cm 정도의 화면 크기

로, 30인치 TV 대비 1.77배 정도임 

③ 50인치 : 가로 110.4cm, 세로 62.1cm 정도의 화면 크

기로, 30인치 TV 대비 2.77배 정도임 

인터넷 

검색 

 

설명 스마트TV 화면에서 인터넷 검색 가능 여부 

수준 

(2개) 

① 인터넷 검색 가능 : 화면이 분할되어 TV를 시청하면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고, TV를 시청하지 않고 인터넷만 

TV 전체화면을 통해 사용 가능 

② 인터넷 검색 불가능 : TV만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할 

수 없음 

애플리케이

션(앱) 

제공범위 

설명 스마트TV에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가능 범위 

수준 

(2개) 

① 높음 :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스마트TV에 최적화 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큰 

화면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앱))도 사용 가능 

② 낮음 : TV출고 시 내장 된 애플리케이션(앱)만 제한적으

로 이용 가능. 추가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려면, 

직접 TV의 내장 프로그램(펌웨어)을 업데이트해야 함. 

구입 가격 

설명 스마트TV의 구매가격 

수준 

(3개) 

① 100만원 

② 200만원 

③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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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의 속성 5가지와 각각 속성 수준의 조합으로 생성 가능한 대안의 

수는 총 108개이다(3×3×2×2×3=108). 스마트TV 또한 직교성 시험

(orthogonality test)을 통해 총 9개의 대안카드를 구성하였으며, 대안카드를 

3개의 대안카드로 이루어진 대안 세트를 구성하였고, 각각의 세트에는 ‘현재 

TV 계속 사용/선호 스마트TV 없음(No Choice)’의 대안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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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태블릿PC와 스마트TV)에 대한 소비자(응답자)

들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해 이산 선택 실험 자료를 이용하고, 확률 효용 모형

(Random Utility Model)을 바탕으로 한 이산 선택 모형(Discrete Choice 

Model) 중 하나인 혼합 로짓 모형(Mix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짓 모형(Logit Model)이나 프로빗 모형

(Probit Model)은 모든 소비자들이 분석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각 속성에 

대해 동일한 선호를 지닌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다. 이에 반해 혼합 로짓 

모형은 속성 계수들의 확률 분포를 통해 소비자 개개인이 각 속성에 대해 서

로 다른 선호를 지닌다는 이질성(heterogeneity)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혼

합 로짓 모형은 각 속성 계수들의 분포를 연구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장

점을 지닌다(Train, 2009).  

소비자들의 스마트기기(태블릿PC와 스마트TV)에 대한 선호를 알아보기 위

해 이산 선택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 효용 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확률 

효용 모형에서 소비자(응답자) n 이 선택 대안 j 로부터 얻는 효용, njU 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McFadden, 1973; Train, 2009). 

 

' , ~ ( , )nj nj nj n j nj nU V X N b 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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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비자의 효용(
njU )은 확정항(deterministic term, 

njV )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확률항(stochastic term, 
nj )으로 분리할 수 있다. 확정항은 소비자

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 대안 j 의 속성을 의미하는 벡터(
jX )와 소비

자 n 이 선택 대안의 각 속성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인 계수 벡터(
n )의 곱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확정항 부분은 스마트기기의 속성과 같이 설명이 가

능한 부분을 의미하고, 확률항 부분은 소비자 개인의 선호 및 특성과 같이 설

명 불가능한 부분을 의미한다. 이때, 
n 은 평균 b , 분산 W 를 가지는 정규분

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산 선택 모형은 확률항 
nj 의 가정에 따라서도 분

류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확률항이 상호독립이며 동일한 타입 I 극한분

포(i.i.d. 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효용 구조 및 가정 아래,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 시키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며 소비자 n이 대안 i를 선택하게 될 확률은 식 (4)와 같다. 

 

'

'

Pr( , ) ( )

Pr( , ) ( )

Pr( , ) ( )

exp( ( ))
( )

exp( ( ))

exp( )
( )

exp( )

ni ni nj

ni ni nj nj

nj ni ni nj

ni

nj

j

n i

n j

j

P U U j i f d

V V j i f d

V V j i f d

V
f d

V

x
f d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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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선택함에 있어서 각 속성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정도가 다

르며, 이를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라고 한다. 이를 구하기 위해

서 각 속성이 지니는 부분가치(parth-worth)를 이용하며, 식 (5)와 같이 계

산할 수 있다. 

 

100K
K

k

k

part worth
RI

part worth


 


                                 (5) 

 

속성 k 의 부분가치는 k  속성의 최대 수준(maximum level)에서 최소 수준

(minimum level)을 뺀 값에 k  속성의 계수 값인 
k 를 곱하여 구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스마트기기 선택 확률 및 미래 수요 예측은 추정을 통

해 도출된 계수 
n 을 기초하여 계산 가능하다. 소비자 n 이 대안 i 를 선택할 

확률을 모든 소비자 N 으로 평균하면, 각 대안 i 의 평균 선택 확률을 식 (6)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exp( )
( ) /

exp( )

n i
i

n j

j

x
S f d N

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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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태블릿PC 

 

 

 Model 1 (태블릿PC 단일 제품 속성 고려) 

 

 

본 연구에서 혼합 로짓 모형을 이용한 태블릿PC의 Model 1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태블릿PC 속성 변수 

변수 값 

운영체제(iOS) 

운영체제(iOS) 선택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선택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화면 크기 7, 9, 11 (인치) 

단말기 무게 400, 700, 1000 (g) 

웹 페이지 열람 대기시간 1, 5, 10 (초) 

단말기 가격 50, 75, 100 (만원 

 

[표 3]를 바탕으로 식 (3)을 적용한 추정식은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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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

Pad,OS_iOS Pad,OS_iOS Pad,OS_And Pad,OS_And Pad,Size Pad,Size

Pad,Weight Pad,Weight Pad,Delay Pad,Delay Pad,Price Pad,Price

nj

nj

U x x x

x x x

  

   

  

     

식(7) 

 

일반적으로 혼합 로짓 모형에서 설명변수(속성) 계수들의 분포는 정규분포

로 가정하는데, 특정 속성의 경우 속성 계수 
n 을 정규분포로 가정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 속성 계수의 경우 다른 조건(속성)

들이 모두 같고 일반적인 제품이라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계수 값은 음의 

부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정규 분포는 양, 음의 부호를 모두 가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높은 가격(양의 부호)을 선호한다는 현실적이

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각 속성 계수들의 분포를 소비자효용에 작

용하는 영향에 따라 
n 의 분포를 정규분포 및 로그정규분포 등으로 다르게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합 로짓 모형의 경우 속성 계수 
n 에 대해서 소

비자 효용을 고려한 분포 가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태블릿PC 속성 중 가격 속성 계수에 대해서 로그 정규(log normal) 

분포를 가정하였다. 가격 속성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선호 방향을 보

이는 태블릿PC 무게와 웹 페이지 열람시간 속성 계수에 대해서도 로그 정규 

분포를 가정하였다. 

특정 속성 계수를 정규 분포가 아닌 다른 분포로 가정하는 경우 해당 계수

에 대해서 변환된 계수 ( )C f  를 이용한다. 특정 속성에 대해서 모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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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동일한 선호 방향을 보이며 0의 값을 가지지 않을 경우 속성 계수를 

로그 정규 분포로 가정하며, exp( )C  로 정의할 수 있다. 변환된 계수에 따

라 효용식은 다음 식 (8)과 같이 변환된다. 

 

'( )nj n j njU C X                                              (8) 

 

변환된 계수에 따른 선택 확률식 또한 식 (4)에 ( )nC  를 반영하여 아래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exp( ( ) )
( )

exp( ( ) )

i
in

j

j

C X
P f d

C X


 


                                (9) 

 

이때, 혼합 로짓 모형의 경우 속성별 부분가치(
n )를 추정하기 위해 최우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에 기반한 고전적인 추정 방

법과 베이지안 추정 방법(Bayesian Estimation Method)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전적인 추정방법의 경우 계산이 복잡하고 유일한 최우추정치를 구하

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속성 

계수 분포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prior distribution)과 우도함수의 사후분포

(posterior distribution)를 이용한 베이지안 추정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Edwards & Allenby, 2003). 베이지안 추정 방법은 고전적인 추정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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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초기값 선택에 따라 극대화 결과

가 달라지는 초기값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둘째, 일치성(consistency)과 

효율성(efficiency)을 보다 유연한 조건에서 얻을 수 있다(Train & Sonnier, 

2005). 마지막으로, 추정 결과는 베이지안 관점과 고전적 관점 모두에서 해

석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깁스샘플링(Gibbs sampling)을 이용한 

베이지안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제안 모형들을 추정한다. 

 

 

 Model 2 (교차항 투입한 혼합 로짓 모형) 

 

 

스마트기기와 연관된 스마트기기들은 보완 및 대체관계 특성을 동시에 지니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들 상호간의 보완 및 대체관계 특성을 세

분화하기 위해 스마트기기들을 구성하는 속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선

택 대상이 되는 스마트기기의 여러 속성과 연관된 스마트기기들의 유사 특성

을 교차항으로 모형에 반영하였다.  

태블릿PC의 연관된 스마트기기로 스마트폰을 선정하였다. 선택 대상이 되

는 태블릿PC 각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폰 관련 특성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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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태블릿PC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관련 특성 

스마트폰 관련 특성 Effect 태블릿PC 속성 

운영체제(iOS) → 운영체제(iOS) 

운영체제(And) → 운영체제(And) 

화면 크기 → 화면 크기 

무게 → 무게 

웹 페이지 열람시간 → 웹 페이지 열람시간 

월 평균 스마트폰 지출금액 → 가격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태블릿PC 속성 중 운영체제, 화면크기, 무게 그

리고 웹 페이지 열람시간은 스마트폰의 유사 속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추가적으로 함께 사용하게 될 스마트기기 선택에 매몰비용 효과가 작

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월 평균 스마트폰 지출금액과 태블릿PC 가격을 교차

항으로 설정하였다.  

연관된 스미트기기를 보완 및 대체관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 대상 제

품에 대한 인지도 또한 중요한 변수이므로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블릿PC 인지도의 반영은 태블릿PC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

들을 통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설문 응답 결과 태블릿PC에 대한 인지도는 

나이,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기타 특성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지도를 반영한 분석 결과는 기업의 제품 차별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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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 일조할 수 있다.  

[표 3]의 태블릿PC 속성 변수와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

마트폰 관련 특성을 나타내는 [표 4] 그리고 태블릿PC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

으로 식 (3)을 적용한 추정식은 아래 식 (10)과 같다. 

 

Pad

Pad,OS_iOS Phone,OS_iOS Phone,OS_iOS Awareness,Pad Awareness,Pad Pad,OS_iOS

Pad,OS_And Phone,OS_And Phone,OS_And Awareness,Pad Awareness,Pad Pad,OS_And

Pad,Size Phone,Size Phone,Si

( )

( )

(

njU S S x

S S x

S

  

  

 

  

  

  ze Awareness,Pad Awareness,Pad Pad,Size

Pad,Weight Awareness,Pad Awareness,Pad Pad,Weight

Pad,Delay Phone,Delay Phone,Delay Awareness,Pad Awareness,Pad Pad,Delay

Pad,Price Phone,Cost Pho

)

( )

( )

(

S x

S x

S S x

S



 

  

 



 

  

  ne,Cost Awareness,Pad Awareness,Pad Pad,Price) njS x  

  

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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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스마트TV 

 

 

 Model 1 (스마트TV 단일 제품 속성 고려) 

 

 

스마트TV의 Model 1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스마트TV 속성 변수 

변수 값 

운영체제(iOS) 
운영체제(iOS)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운영체제(안드로이드)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화면 크기 30, 40, 50 (인치) 

인터넷 검색 

인터넷 검색 가능이면 ‘1’ 

인터넷 검색 불가능하면 ‘0’ 

애플리케이션(앱) 제공범위 

높으면 ‘1’ 

낮으면 ‘0’ 

구입 가격 100, 200, 300 (만원) 

 

[표 5]를 바탕으로 식 (3)을 적용한 추정식은 식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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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TV,OS_iOS TV,OS_iOS TV,OS_And TV,OS_And TV,Size TV,Size

TV,Internet TV,Internet TV,App TV,App TV,Price TV,Price

nj

nj

U x x x

x x x

  

   

  

     

식(11) 

 

스마트TV 분석을 위해 가격 속성 계수에 로그 정규(log normal) 분포를 

가정하였다. 가격 변수 이외에 모든 속성 계수들은 정규 분포로 가정하였다.  

 

 

 Model 2 (교차항 투입한 혼합 로짓 모형) 

 

 

스마트TV 선택에 있어 함께 사용하게 될 연관된 스마트기기로는 스마트폰

과 태블릿PC를 설정하였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관련 특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표 6] 스마트TV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관련 특성  

스마트기기 관련 특성 Effect 스마트TV 속성 

운영체제(iOS) → 운영체제(iOS) 

운영체제(And) → 운영체제(And) 

태블릿PC 화면 크기 → 화면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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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보유 → 인터넷 검색가능 

스마트기기 보유 → 애플리케이션(앱) 

월 평균 스마트기기 지출금액 → 가격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TV 속성 중 운영체제는 스마트폰과 태블

릿PC의 운영체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스마트 TV의 화면 크기

는 스마트폰보다 상대적으로 큰 태블릿PC의 화면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스마트 TV 화면크기의 유사 속성으로는 태블릿PC의 화면 

크기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경우 인터넷 검색과 애플

리케이션(앱) 제공이 가능하므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보유 대수를 스마트

TV의 인터넷 검색가능과 애플리케이션(앱)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특성

으로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함께 사용하게 될 스마트TV 선택에 매몰비용 

효과가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월 평균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지출금액과 스마트TV 가격을 교차항으로 설정하였다.  

[표 5]의 스마트TV 속성 변수와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

마트폰 및 태블릿PC 관련 특성을 나타내는 [표 6] 그리고 스마트TV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식 (3)을 적용한 추정식은 식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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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OS_iOS Smart,OS_iOS Smart,OS_iOS Awareness,TV Awareness,TV TV,OS_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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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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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 분석 

 

 

4.1 자료의 구성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2년 4월 서울, 경기(신도시) 및 5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및 광주)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만 20세~59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설문은 전문 리서치업체를 통해 개별면접조사 형태

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 표본을 다음 [표 7]과 같이 선정하여 스마트기기(태블릿PC 

및 스마트TV)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응답한 응

답자(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전체 1003 100% 

성별 

남자 502 50.05% 

여자 501 49.95% 

연령 

20대 256 25.52% 

30대 267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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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40대 291 29.01% 

50대 189 18.84% 

지역 

서울 380 37.89% 

부산 160 15.95% 

인천 120 11.96% 

대구 115 11.47% 

대전 85 8.47% 

광주 83 8.28% 

경기(신도시) 60 5.98% 

월 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 69 6.88% 

25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250 24.93% 

350만원 이상 ~ 450만원 미만 303 30.21% 

45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227 22.63% 

550만원 이상 154 15.35% 

 

본 연구에서는 태블릿PC와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관된 

제품으로 스마트폰을 선정하였고, 스마트TV와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

고 있는 연관된 제품으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스마트

폰과 태블릿PC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스마트기기 관련 기초 통계를 조

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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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스마트폰 보유 응답자의 스마트폰 관련 특성 

속성 수준 응답자수(명) 비율 

운영체제 

iOS 101 15.19% 

Android 564 84.81% 

Windows Mobile 0 0.00% 

화면 크기(인치) 

3.5 이하 109 16.39% 

3.5 초과 ~ 4.0 이하 289 43.46% 

4.0 초과 ~ 4.3 이하 163 24.51% 

4.3 초과 104 15.64% 

웹 페이지 열람시간

(s) 

빠름(1) 219 32.93% 

보통(5) 387 58.20% 

느림(10) 59 8.87% 

월 평균 스마트폰 

지출액(원) 

5만원 이하 88 13.04% 

5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150 22.22% 

6만원 초과 ~ 7만원 이하 207 30.67% 

7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98 14.52% 

8만원 초과 13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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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태블릿PC 보유 응답자의 태블릿PC 관련 특성 

속성 수준 응답자수(명) 비율 

운영체제 

iOS 86 43.65% 

Android 111 56.35% 

Windows Mobile 0 0.00% 

화면 크기(인치) 

7.0 52 26.40% 

7.7 17 8.63% 

8.9 15 7.61% 

9.7 86 43.65% 

10.1 27 13.71% 

월 평균 태블릿PC 

지출액(원) 

2만원 이하 30 15.23%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76 38.58%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56 28.43%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24 12.18% 

8만원 초과 11 5.58% 

 

또한 본 설문은 본격적인 스마트기기에 대한 이산 선택 실험에 앞서 태블릿

PC와 스마트TV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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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태블릿PC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도 

 

 

[그림 2] 스마트TV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도 

 

태블릿PC 및 스마트TV에 대한 응답자 1003명의 인지도를 리커트 5점 척

1

5%
2

18%

3

29%

4

38%

5

10%

1 전혀 모른다

2 모르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아는 편이다

5 매우 잘 안다

1

5%
2

21%

3

28%

4

42%

5

4%

1 전혀 모른다

2 모르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아는 편이다

5 매우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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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조사한 결과 태블릿PC는 평균 3.297의 인지도를 보였으며 스마트TV는 

평균 3.204의 인지도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들은 두 제품 모두 보통 이상의 

인지도를 지니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인지도와 해당 스마

트기기를 향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연령 및 나이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스마트기기에 대한 향후 사용 의향은 응답자 1003명 중 현재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805명과 스마트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774명을 대상

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표 10]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태블릿PC 인지도 및 사용 의향 정도 

구분 인지도 향후 태블릿PC 사용 의향 

남자 

20대 3.809 2.952 

30대 3.654 2.848 

40대 3.207 2.452 

50대 2.720 2.273 

여자 

20대 3.831 3.060 

30대 3.328 2.600 

40대 2.815 2.183 

50대 2.563 2.011 

 

태블릿PC의 경우 연령대가 적을수록 태블릿PC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20대를 제외하고는 남성이 여성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45 

 

다. 향후 태블릿PC 사용 의향 또한 연령대가 적을수록 높으며, 20대를 제외하

고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실제 시장에서 태블릿PC 구매비율이 높은 연

령대가 젊은 층임을 감안할 때, 인지도가 소비자 선호도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스마트TV 인지도 및 사용 의향 정도 

구분 인지도 향후 스마트TV 사용 의향 

남자 

20대 3.139 2.991 

30대 3.411 3.179 

40대 3.403 2.789 

50대 2.968 2.534 

여자 

20대 3.060 3.152 

30대 3.359 2.788 

40대 3.306 2.819 

50대 2.823 2.475 

 

스마트TV의 경우 30대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40대, 20대, 50대 순이

었다. 동일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향후 스마트TV 사용할 의

향은 태블릿PC와 달리 인지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 이유는, 실제 

시장에서 30대와 40대는 TV 구매 비율이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스마트

TV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니즈 및 관심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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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층에 비해 낮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스마트TV 사용 의향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일부 설문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하였다. 3.2 실증 모형에서 제시였듯이 태블릿PC 및 스마트TV 

선택에 있어 Model 1은 해당 스마트기기 제품의 속성만을 반영하였고, Model 

2는 스마트기기 제품 선택에 있어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

관된 스마트기기의 관련 특성과 스마트기기에 대한 인지도를 혼합 로짓 모형

에 교차항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47 

 

4.2 추정 결과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의 추정을 위해 깁스샘플링을 이용한 베이지안 추정 방법을 이용하

였다. 깁스샘플링을 이용하여 확률추출 반복을 20,000번 실행하였고 처음 

10,000번의 추출 값을 제한 후, 다음 10,000번의 추출 값 중 매 10번 마다 

추출된 1,000개의 값을 바탕으로 계수를 추정하였다. 이때, 10,000번의 추출 

값을 제하는 것(‘burn-in’)은 실제 추정값으로 수렴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단

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이지안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추정 

결과는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 값이므로 고전적인 관점의 해석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추정 결과의 동일한 해석을 위해 추정된 

모집단의 모수 분포에서 2,000개의 값을 다시 추출한 후, 추출된 각 값들은 

변환된 계수 분포 ( )C  를 바탕으로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추정하기 위해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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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태블릿PC 

 

 

 추정 결과 

 

 

태블릿PC의 Model 1 추정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태블릿PC에 대한 혼합 로짓 모형의 추정결과 

속성 Mean of Coeff. t값 S.E of Coeff. t값 

, _Pad OS iOSx  1.232*** 8.574 1.731*** 5.603 

, _Pad OS Andx  0.944*** 8.267 1.786*** 4.880 

,Pad Sizex  3.250*** 14.562 2.927*** 5.995 

,Pad Weightx  -0.013*** -26.528 0.041* 1.796 

,Pad Delayx  -5.950*** -10.391 171.944*** 4.127 

,PrPad icex  -1.244*** -11.182 12.256*** 5.059 

Log likelihood -3385.773 

*** : 99% 수준에서 유의, ** : 95% 수준에서 유의, * : 90% 수준에서 유의 

 

[표 12]에서 각 속성들 계수의 평균값(mean of coefficient)은 X (속성들)

의 한 단위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을 나타낸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각 속성들 계수의 평균값이 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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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윈도우모바일 운영체제보다 선호되며, 사이즈가 클수록, 무게가 작을수록, 웹 

페이지 열람 대기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가격이 저렴할수록 소비자들의 효용

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태블릿PC의 Model 2 추정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태블릿PC에 대한 혼합 로짓 모형(교차항 투입)의 추정결과 

속성 Mean of Coeff. t값 S.E of Coeff. t값 

, _Pad OS iOSx  1.709*** 5.939 2.327*** 4.497 

, _Pad OS Andx  3.559*** 8.945 5.347*** 4.290 

,Pad Sizex  2.440*** 7.285 5.001*** 7.535 

,Pad Weightx  -2.908*** -8.581 19.246*** 7.714 

,Pad Delayx  -0.667*** -6.247 3.351*** 4.503 

,PrPad icex  -3.040*** -5.222 18.692*** 3.602 

, _ , _Phone OS iOS Pad OS iOSs x  1.650*** 3.477 3.311*** 2.807 

, _ , _Phone OS And Pad OS Ands x  3.357*** 4.226 7.219*** 3.795 

, ,Phone Size Pad Sizes x  0.901*** 3.284 4.147*** 6.788 

, ,Phone Delay Pad Delays x  -0.142 -1.417 1.069*** 5.028 

, ,PrPhone Cost Pad ices x  0.821*** 5.294 2.448*** 5.106 

, , _Awareness Pad Pad OS iOSs x  3.669*** 8.246 7.534*** 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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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Awareness Pad Pad OS Ands x  2.361*** 6.729 6.774*** 7.431 

, ,Awareness Pad Pad Sizes x  5.092*** 6.653 14.237*** 4.636 

, ,Awareness Pad Pad Weights x  0.381*** 4.790 1.159*** 4.207 

, ,Awareness Pad Pad Delays x  -0.404*** -4.090 1.070*** 5.499 

, ,PrAwareness Pad Pad ices x  -0.455*** -4.698 1.707*** 5.390 

Log likelihood -3511.716 

*** : 99% 수준에서 유의, ** : 95% 수준에서 유의, * : 90% 수준에서 유의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관련 특성과 태블릿PC에 

대한 인지도를 교차항으로 투입한 Model 2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스마트

폰 웹페이지 열람 대기시간이 태블릿PC 웹페이지 열람 대기시간에 미치는 영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 외에는 모든 속성들 계수의 평

균값이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관련 특성이 교차항으로 

투입된 부분은 첫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iOS인 경우 태

블릿PC의 다른 운영체제보다 iOS 운영체제를 함께 사용할 때 소비자의 효용

은 증가한다. 둘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인 

경우 태블릿PC의 다른 운영체제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함께 사용할 때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한다. 보완관계는 함께 사용될 때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

하므로(Katz & Shapiro, 1994) 운영체제는 보완관계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가 클수록 태블릿PC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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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더 큰 것을 선호한다. 즉, 소비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와 유사한 태블릿PC 화면 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화면 크기는 대체관계 속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실증적 소비자 선택 모형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 속성의 유사성

이 제품 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넷

째, 스마트폰 월 지불금액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태블릿PC 구매 비용에 덜 민

감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태블릿PC 선택에 있어 스마트폰의 월 지불

금액이 매몰비용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다.     

태블릿PC에 대한 인지도가 교차항으로 투입된 부분은 첫째, 인지도가 높을

수록 윈도우모바일보다 iOS 운영체제를 더 선호한다. 둘째, 인지도가 높을수

록 윈도우모바일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더 선호한다. 셋째, 인지도가 높

을수록 태블릿PC의 화면 크기가 큰 것을 더 선호한다. 넷째, 인지도가 높을수

록 태블릿PC의 무게에 덜 민감하다. 다섯째, 인지도가 높을수록 태블릿PC의 

웹 페이지 열람 대기시간이 짧은 것을 더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인지도가 높

을수록 태블릿PC의 가격에 더 민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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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점유율 시뮬레이션 분석 

 

KT경제경영연구소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가 2013년 국내 

태블릿PC 시장 점유율의 89.3%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시장 시뮬레이션 분석

을 두 기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태블릿PC 시장 경쟁은 2012년 9월 

이후 애플과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로 본격화 되었다. 구체적으로 애플은 아

이패드4와 아이패드미니(2012년 11월 2일 국내 출시)를 출시하였고, 삼성전

자는 갤럭시노트 10.1 LTE(2012년 9월 6일)와 아티브탭(2012년 12월 14

일 국내 출시)을 출시하였다. 해당 제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존의 3G보다 

성능이 우수한 LTE 기능을 제공하였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두드러진 전략적 

차이는 애플의 경우 기존에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태블릿PC들 보다 

화면 크기가 작은 7.9인치의 아이패드미니를 출시하였고, 삼성전자의 경우 기

존에 태블릿PC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던 안드로이드가 아닌 윈도우모바일을 

탑재한 아티브탭을 출시하였다. 해당 제품들의 구체적 사양을 태블릿PC 설문 

속성에 맞게 작성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애플과 삼성전자의 2012년 후반기 태블릿PC 출시제품 속성 

속성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갤럭시노트

10.1 
아티브탭 

운영체제 iOS iOS Android W/M 

사이즈(인치) 9.7 7.9 10.1 10.1 

무게(g) 652 308 597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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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열람시간(초) 1.7 1.7 1.7 1.7 

가격(만원) 62 52 74.8 84 

 

웹 페이지 열람 대기시간은 당시 Wi-Fi 전구간 평균 속도로 설정하였다. 

가격은 판매량이 가장 높았던 16GB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태블릿

PC의 Model 1과 Model 2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애플과 삼성전자가 출시한 

제품들에 대한 2013년 1분기 시장 점유율을 예측해 보면 다음 [그림 3], [그

림 4]와 같다. 

 

 

[그림 3] Model 1 추정 결과 이용, 2013년 1분기 태블릿PC 시장점유율 예측 

 

 

24%

아이패드4

(9.7인치)

42%

아이패드미니

(7.9인치)

25%

갤럭시노트10.1

(10.1인치)

9%

아티브탭

(10.1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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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odel 2 추정 결과 이용, 2013년 1분기 태블릿PC 시장점유율 예측 

 

[그림 3]과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Model 1과 Model 2 모두에서 애플

의 전략제품이었던 화면 크기가 작은 아이패드미니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삼성전자의 전략 제품이었던 윈도우모바일 운영체

제를 탑재한 아티브탭의 시장점유율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3년

도 1분기 태블릿PC 시장에서 해당 제품들(아이패드4, 아이패드미니, 갤럭시

노트10.1, 아티브탭)은 신제품 효과로 각 업체 및 국내 태블릿PC 판매량에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온라인 판매업체인 다나와의 2013년 1/4분기 IT기기 

온라인 유통 조사를 이용하여 2013년도 1분기 실제 태블릿PC 시장 점유율을 

화면 크기에 따라 구별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29%

아이패드4

(9.7인치)

33%

아이패드미니

(7.9인치)

29%

갤럭시노트10.1

(10.1인치)

9%

아티브탭

(10.1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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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2013년도 1분기 태블릿PC 화면 크기 별 판매량 점유율 

항목 
2012년도 1분기 태블릿

PC 판매량 점유율 

2013년도 1분기 태블릿

PC 판매량 점유율 
상승률 

9인치 대 59.68% 37.26% -22.42% 

10인치 대 33.33% 24.66% -8.67% 

7인치 대 4.04% 34.51% 30.47% 

8인치 대 2.08% 1.43% -0.65% 

5인치 대 0.86% 0.91% 0.05%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과 달리 2013년 태블릿PC 시장의 두드

러진 특징은 7인치 대 태블릿PC 판매량이 급증하였다. Model 1과 Model 2의 

예측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실제 시장 점유율과 예측 점유율 간의 각 화면 크

기 별 오차의 제곱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태블릿PC 실제 시장 점유율과 예측 점유율 비교 

항목 Model 1 예측 점유율 
2013년도 1분기 태

블릿PC 시장 점유율 
Model 2 예측 점유율 

9인치 대 24% 37.26% 29% 

10인치 대 34% 24.66% 38% 

7인치 대 42% 34.51% 33% 

8인치 대 - 1.43% - 

5인치 대 - 0.91% - 

오차 제곱 0.0319  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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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Model 1보다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관련 특성과 태블릿PC에 대한 인지도를 교차항으로 투입한 

Model 2가 실제 시장 점유율을 보다 근접하게 예측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스마트폰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Model 2 를 이용

하여 향후 태블릿PC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는 매우 짧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

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의 2014년 11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국

의 휴대폰 교체율은 77.1%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3년 11월 1일

부터 2014년 11월 30일 사이에 휴대폰을 교체하였다고 가정한 후, 최근 스

마트폰 보유 트렌드를 고려해 태블릿PC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였다.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판매된 상위 20개 스마트폰 기기를 

조사하였으며, 태블릿PC 시장점유율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필요한 속성은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2013년 11월-2014년 11월 판매된 상위 20개(판매량 기준) 스마트폰 

기기명 운영체제 사이즈 출고가/24 판매대수 

갤럭시노트 3 Android 5.7 44,458 1,194,923 

갤럭시 S5 Android 5.1 36,117 1,000,297 

갤럭시 S4 Android 5 37,458 848,649 

LG G2 Android 5.2 39,783 385,574 

갤럭시코어어드밴스 Android 4.7 17,208 3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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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G3 Android 5.5 37,492 344,330 

아이폰 5S iOS 4 33,917 198,102 

갤럭시 노트 4 Android 5.7 39,875 184,581 

아이폰 6 iOS 4.7 32,908 157,713 

LG G3 Cat.6 Android 5.5 38,500 156,817 

갤럭시노트 2 Android 5.5 45,417 117,529 

갤럭시노트 3 네오 Android 5.5 33,321 77,349 

베가 시크릿 UP Android 5.6 39,783 75,295 

LG G Pro2 Android 5.9 41,625 71,734 

옵티머스 G Pro Android 5.5 40,333 61,818 

베가 시크릿노트 Android 5.9 41,625 60,070 

갤럭시 윈 Android 4.7 22,917 56,639 

베가 아이언 Android 5 34,558 36,130 

LG Gx Android 5.5 37,492 33,034 

LG G3 Beat Android 5 20,808 30,527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판매된 스마트폰은 995만 3천여대이

며, 이 중에서 상위 20개 기종의 판매 대수는 546만 5천여대이다. 상위 20

개 기종 중에서 iOS 운영체제의 비율은 6.5%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비율은 

2012년 스마트폰 보유현황을 설문하였을 때 iOS 운영체제 비율 30.5%보다 

낮아진 수치다. 개별 소비자들의 월 평균 스마트폰 지출금액은 정확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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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출고가와 월 평균 스마트폰 지출금액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출고가/24를 국내 소비자 월 평균 스마트폰 지출금액에 맞춰 조정하였

다.  

2012년 말에 애플과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경쟁 이후, 다시 한번 국내 태

블릿PC 시장은 두 업체의 신제품 출시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4년 7월 Wi-Fi 전용 모델로 10.5인치와 8.4인치의 갤럭시탭S를 출시하

였다. 애플은 2014년 10월 9.7인치 아이패드에어2와 7.9인치 아이패드미니3

을 출시하였으며, 국내에는 12월 중순쯤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태블릿PC 

시장 점유율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필요한 속성은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애플과 삼성전자의 2014년 후반기 태블릿PC 출시제품 속성 

속성 
아이패드 

에어2 

아이패드 

미니3 

갤럭시탭S 

10.5 

갤럭시탭S 

8.4 

운영체제 iOS iOS Android Android 

사이즈(인치) 9.7 7.9 10.5 8.4 

무게(g) 437 331 487 331 

웹 페이지 열람시간(초) 1.7 1.7 1.7 1.7 

가격(만원) 55.5 45.4 49.3 33.9 

 

시장 점유율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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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odel 2 추정 결과 이용, 태블릿PC 시장점유율 예측 

 

결과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태블릿PC 시장 점유율이 각각 41%와 59%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과거 두 회사만을 비교했을 때, 2012년 애플과 삼성전

자의 태블릿PC 시장 점유율이 각각 60%와 40%였으며, 2013년 애플과 삼성

전자의 태블릿PC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와 50%였음을 감안해 볼 때 점차 

국내 시장에서 애플의 태블릿PC 시장 점유율이 삼성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에 대해 태블릿PC의 Model 2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고찰해

보면 첫째, 소비자는 스마트폰과 동일한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효용이 증가되

는데, 애플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의 태블릿PC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12년 

설문 당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는 평균 4.08인치였으나 [표 

17]의 최근 1년 동안 판매된 상위 20개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는 평균(가중

29%

아이패드에어2

(애플)

12%

아이패드미니3

(애플)

33%

갤럭시탭S 10.5

(삼성)

26%

갤럭시탭S 8.4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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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계산) 5.24인치였다.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가 커질 경우 소비자는 화면 크기가 큰 태블릿PC를 선호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화면 크기가 큰 삼성전자의 태블릿PC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태블릿PC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기업들은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의 보완 및 대체관계 특성을 고려해 제품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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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스마트TV 

 

 추정 결과 

 

스마트TV의 Model 1 추정 결과는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스마트TV에 대한 혼합 로짓 모형의 추정결과 

속성 Mean of Coeff. t값 S.E of Coeff. t값 

, _TV OS iOSx  0.728*** 4.703 2.606*** 4.510 

, _TV OS Andx  0.945*** 7.278 2.107*** 6.174 

,TV Sizex  0.790*** 10.689 1.248*** 7.256 

,TV Internetx  1.086*** 10.694 1.366*** 4.461 

,TV Appx  -0.020 -0.255 1.517*** 4.521 

,PrTV icex  -0.228*** -24.684 0.468*** 5.970 

Log likelihood -3169.3603 

*** : 99% 수준에서 유의, ** : 95% 수준에서 유의, * : 90% 수준에서 유의 

 

  [표 19]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애플리케이션(앱) 제공범위 속성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나머지 속성들 계수의 평균

값은 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기타 운영체제보다 선호되며, 사이즈가 클수록, 

인터넷 검색이 가능할수록 그리고 가격이 저렴할수록 소비자들의 효용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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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스마트TV의 Model 2 추정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스마트TV에 대한 혼합 로짓 모형(교차항 투입)의 추정결과 

속성 Mean of Coeff. t값 S.E of Coeff. t값 

, _TV OS iOSx  1.294*** 5.566 3.365*** 6.335 

, _TV OS Andx  0.361 1.307 2.168*** 4.978 

,TV Sizex  0.375* 1.916 1.830*** 6.786 

,TV Internetx  1.930*** 6.084 3.220*** 4.760 

,TV Appx  -0.311 -0.529 3.155*** 4.332 

,PrTV icex  -0.719*** -3.483 1.182*** 3.597 

, _ , _Smart OS iOS TV OS iOSs x  1.703*** 6.935 3.088*** 4.158 

, _ , _Smart OS And TV OS Ands x  0.199 0.944 3.087*** 4.044 

, ,Pad Size TV Sizes x  -0.009 -0.052 2.340*** 6.370 

, ,Smart Number TV Internets x  0.199 1.437 2.075** 2.535 

, ,Smart Number TV Apps x  0.081 0.276 2.674*** 6.222 

, ,PrSmart Cost TV ices x  0.086 0.583 1.291*** 4.583 

, , _Awareness TV TV OS iOSs x  1.898*** 5.679 6.466*** 6.813 

, , _Awareness TV TV OS Ands x  2.570*** 8.680 5.803*** 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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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reness TV TV Sizes x  2.055*** 11.561 3.166*** 7.428 

, ,Awareness TV TV Internets x  2.602*** 7.848 4.978*** 7.020 

, ,Awareness TV TV Apps x  0.451** 2.404 5.333*** 6.034 

, ,PrAwareness TV TV ices x  -0.335*** -6.475 0.690*** 7.147 

Log likelihood -3362.495 

*** : 99% 수준에서 유의, ** : 95% 수준에서 유의, * : 90% 수준에서 유의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의 관련 특성과 스마트TV에 대한 인지도를 교차항으로 투입한 Model 2의 추

정 결과를 살펴보면,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관

련 특성 중 iOS 운영체제 보유여부만이 스마트TV 선택에 있어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운영체제가 iOS인 

경우 스마트TV의 다른 운영체제보다 iOS 운영체제를 함께 사용할 때 소비자

의 효용은 증가한다. 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경우 다른 스마트기기들에 

탑재된 운영체제와 호환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태블릿PC의 화면 크기 및 스마트기

기(스마트폰, 태블릿PC) 보유 여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스마트TV는 휴대 가능하지 않고 전통적 매체 기능이 큰 제품

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스마트TV를 사용함에 있어 스마트TV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보완 및 대체관계로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고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월 지출금액이 스마트TV 가격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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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않는 즉, 매몰비용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스마

트TV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들 사이의 연관성이 스마트폰과 태

블릿PC 사이의 연관성보다 다소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스마트TV에 대한 인지도가 교차항으로 투입된 부분은 첫째, 인지도가 높을

수록 기타 운영체제보다 iOS 운영체제를 더 선호한다. 둘째, 인지도가 높을수

록 기타 운영체제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더 선호한다. 셋째, 인지도가 

높을수록 스마트TV의 화면 크기가 큰 것을 더 선호한다. 넷째, 인지도가 높

을수록 스마트TV의 인터넷 검색 기능을 더 선호한다. 다섯째, 인지도가 높을

수록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더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인지도가 높을수록 

스마트TV 가격에 더 민감하다. 

 

 

 상대적 중요도 

 

 

설문 진행 시점(2012년 4월)부터 현재(2014년 12월)까지 삼성전자와 LG

전자의 국내 브랜드가 국내 스마트TV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

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체적인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스

마트TV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TV 시장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판매량 추이는 다음 [표 21]과 같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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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스마트TV 판매량 변화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스마트TV 판매량 29 54 80 131 

누적 판매량 29 83 163 294 

전체 TV 판매량 226 238 250 262 

(단위: 만 대) 

 

2011년 말 애플과 구글의 TV 2.0발표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사업부문은 전통적 경쟁자인 소니/파나소닉/필립스가 아닌 애플/구글과의 경

쟁에 집중하고 있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구글은 소니, 샤프, 티피

비전 그리고 필립스와 함께 2015년형 스마트TV 신제품에 안드로이드 운영체

제를 내장할 계획에 있다. 이에 앞서 구글은 2010년 7월 20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스마트로이’를 국내에 출시하였고, 2012년 10월 16일 

LG유플러스와 합작해‘u+tv G’를 출시하였으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구글 TV가 실패한 이유로 애플리케이션(앱)에 집착했기 때문이라

고 분석하였다. Model 1과 Model 2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속성의 상대적 중

요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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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스마트TV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속성 Model 1 Model 2 

iOS 운영체제 15.04% 12.29% 

Android 운영체제 14.61% 11.51% 

화면 크기 18.67% 15.57% 

인터넷 검색 가능여부 13.63% 13.75% 

애플리케이션(앱) 제공범위 0% 9.07% 

가격 38.06% 37.22% 

 

[표 22]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스마트TV의 상대적 중요

도는 가격이 가장 크고 애플리케이션(앱) 제공범위가 가장 작다. 구글은 스마

트TV 시장 전략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집중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소비자의 

선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대적 중요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사이즈 속성을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

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스마트TV가 다른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기기들에 비해 전통적인 가족형 매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TV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가격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우수성을 기

업들이 우선 갖추어야 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누적된 하드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TV 가격 및 크기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체 소프트웨어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TV 시장에서 선두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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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글의 기존 TV 제조사와 협력한 DTV 일체형 출시 

배경과 애플의 DTV 일체형이 아닌 셋톱박스 제품형태로의 출시 배경을 이해

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 시뮬레이션 분석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TV의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였다. 먼저 스마트

TV의 시장 점유율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첫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격 및 기술적 능력이 유사하므로 국내 브랜드는 삼성전자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애플은 기존의 셋톱박스 제품형태가 아닌 기존의 TV 

제조사와 협력하여 iOS 스마트TV를 출시한다. 셋째, 구글은 기존의 TV 제조

사와 협력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TV를 출시한다. 매출기준으로 2014년 3분

기 전세계 TV 시장 점유율 순위가 삼성전자 25.5%, LG전자 14.5%, 소니7.5%

인 점을 감안하여, 애플과 구글이 협력한 기존의 TV 제조사는 소니로 가정하

였다. 이때 스마트TV의 화면 크기와 가격은 각 3사가 2014년에 출시한 보급

형 UHD 스마트TV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넷째,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설문 속성의 하나인 운영체제 중에서 기타 운영체제를 스마트TV에 탑재하는 

전략을 유지한다. 해당 제품들의 구체적 사양을 설문 속성에 맞게 작성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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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가정에 따른 삼성전자, 애플, 구글의 스마트TV 출시제품 속성 

속성 삼성 삼성 소니 소니 소니 소니 

운영체제 타이젠 타이젠 iOS iOS And And 

사이즈(인치) 50 55 49 55 49 55 

인터넷 검색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최적화 최적화 최적화 최적화 최적화 최적화 

가격(만원) 170 199 218 256 218 256 

 

스마트TV의 Model 1과 Model 2 추정 결과를 이용해 스마트TV 시장 점유

율을 예측해 보면 다음 [그림 6], [그림 7]과 같다. 

 

 

[그림 6] Model 1 추정 결과 이용, 삼성vs애플vs구글 스마트TV 시장점유율 예측 

 

삼성(50'')

26%

삼성(55'')

16%

애플(49'')

14%

애플(55'')

13%

구글(49'')

16%

구글(5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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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odel 2 추정 결과 이용, 삼성vs애플vs구글 스마트TV 시장점유율 예측 

 

[그림 6]과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Model 1의 추정결과를 이용할 경

우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은 42%였으며, Model 2의 경우 삼성전자의 시장 점

유율은 63%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삼성(50'')

58%

삼성(55'')

5%

애플(49'')

12%

애플(55'')

11%

구글(49'')

10%

구글(5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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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스마트기기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

으며 소비자들의 일상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에는 통신기기 

및 가전제품들이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왔다면, 최근에는 

스마트워치, 스마트자동차와 같이 다양한 유형군의 제품들 또한 스마트기기화 

되어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제품 제조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스마트기기

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분석을 선행하지 않고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

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과거 세계적 기업인 구글의 스마트TV 실패 사

례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스마트기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온 반

면, 소비자 선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고 소비자 선호

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의 대부분은 분석 대상 스마트기기 즉, 단일 제품의 속

성만을 고려해 분석하였다. 시장에서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은 소

비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스마트기기는 호환 기능을 기반으로 다른 유형군의 제품들보다 스마트기기 상

호간에 연관되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다. 따라서 스마트기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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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소비자 선호 분석을 위해서는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관된 스마트기기들을 고려 분석하여야 한다. 

제품 속성들이 소비자 효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서 한 가지 더 요구되는 사항은 제품 속성 이외에 소비자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

수가 많아지면 모형을 추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의 변수가 모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인 스마트기기의 속성들 이외에 교차항을 

이용하여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관된 스마트기기 관련 특성 

및 선택 대상 스마트기기에 대한 인지도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모형은 소비자 

선호 분석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산 선택 모형 중 혼합 로짓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선택 대상 스마트기기의 속성만을 반영한 모형에 비

해 실제 시장 상황을 보다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들의 태블릿PC 선택에 있어 함께 사용하게 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의 운영체제는 보완관계 속성으로써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운영체제가 동일

할 경우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태블릿PC와 스

마트폰의 화면크기는 대체관계 속성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 크

기가 클수록 소비자는 보다 큰 화면크기의 태블릿PC를 선호하였다. 태블릿PC 

시장에서 애플의 국내 시장 판매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비교하였을 때 2012년

의 60%에서 2015년 4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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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를 탑재한 애플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어, iOS 운영체제를 

탑재한 애플 태블릿PC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확률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

다. 둘째, 과거에 비해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가 1

인치 이상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화면크기가 작은 애플 태블

릿PC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확률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의 월 지출금액이 높을수록 태블릿PC 가격에 덜 민감한 즉, 매몰비

용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태블릿PC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는 우수

한 속성의 태블릿PC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TV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속성이 iOS 운영

체제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보완관계 속성인 운영체제를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경우 다른 스마트기기들에 탑재된 운영체제

와 호환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반면에 iOS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TV와 다른 스마트기

기들이 호환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스마트기기들이 iOS 운영체제를 탑재

해야 하므로, iOS 운영체제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와 iOS 운영체제 스마트TV

의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태블릿PC의 화면 

크기 및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보유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그 이유에 대해 스마트TV는 휴대 가능하지 않고 전통적 매체 

기능이 큰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스마트TV를 사용함에 있어 스마트폰

과 태블릿PC의 보완 및 대체관계로 크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추가적으로, 스마트기기의 월 지출금액과 스마트TV 가격의 교차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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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매몰비용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마트TV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는 우수한 속성의 스마트TV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출시되는 많은 제품들이 다른 연관된 제품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

며,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기기가 다양한 제품 유형군에서 출시될 것으

로 전망된다. 따라서 스마트기기 상호간의 연관성을 보완 및 대체관계 특성으

로 설정하여 진행한 본 연구는 제품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소비자 선호 분석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 차별화 전략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더 나아가 국가의 정책 및 제도가 다른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진행되

거나 대체되는 경우에도 본 연구의 방향을 접목하여 실효성 있고 국민의 진실

된 선호를 반영한 정책 및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미래 태블릿PC 시장을 예측

함에 있어 소비자의 월 평균 스마트폰 지출금액 대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조

정하여 이용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보조금 및 여러 유통채널로 

인해 실제 소비자 구매가와 차이가 있다.  

둘째, 스마트기기(태블릿PC, 스마트TV)의 속성을 설정함에 있어 각 제품 

별로 중요 속성 5가지를 추출하여 가상의 대안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 제시한 5가지 속성들 이외에도 각 제품을 구성하는 추가적인 속성이 존

재하며, 이에 따라 실제 소비자 선호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향후 기대되는 연구 진행 방향으로는 소비자들의 태블릿PC 선택에 있어 현

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택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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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릿PC의 특성을 스마트폰 선택에 반영하는 즉, 일련의 연속적인 시뮬레이션

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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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 

아래의 설문지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편집된 것이다. 

설문은 인구통계학적 질문,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질문, 

스마트기기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스마트기기에 대한 이산 선택 실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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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 preference analysis research is the study of a customer’s 

response to a company’s new products and services. When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erprises, consumer preference studies are 

essential in developing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since they study 

the customer’s response in advance to reduce the risks caused by market 

uncertainty, and the results of a study could be utilized in product and 

service differentiation strategy. 

A typical model utilized for the analysis of a consumer-preferred 

product is the discrete choice model, and in general, discrete choice model 

studies are carried out by reflecting the attributes of a single product. 

However, other than using certain products independently, cases of 

product use in conjunction with other associated products are frequent, 

and in particular, based on rapidly evolving smart devices with excellent 

compatibility, they are interrelated and used. Thus, reflection of not only 

the attributes of the product to be analyzed by the discrete choice model 

but also the properties of the products that will be used in association is 

required for a more accurate analysis of consumer preferenc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characteristic exists in smart devic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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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being used together, and substitut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also exist in that they can be replaced by other smart devices with similar 

functions. In the existing research complementary and substitute 

relationship of smart devices were mainly analyzed according to use 

situations by consumers, whereas this study will analyze the 

complementary and substitute relationship with a focus on properties 

including attributes that make up the smart devic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ablet PCs and smart TVs by reflecting the similar 

properties of associated smart devices in the discrete choice model. In 

other words, after separating and modeling into cases where the consumer 

selects a product by only considering the target choice product or product 

selec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roperties of a related products to be used 

in conjunction with a currently owned products, analysis of this will be 

conducted by utilizing a mixed logic model, one of the discrete choice 

models. Also, through market simulation analysis, we aim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by reflecting the properties of products to be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model and case that didn’t with the actual market 

situation, and by predicting the future market share for the future smart 

devices, we hol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in deducting more 

accurate product preferences of customers and deducting the product 

differentiation strategies of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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