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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융합 환경과 전송 기술 발전 하에서 본격적인 다매체 시대의 막이 

올랐다. 방송시장에서 융합이란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무너뜨

리는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뜻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디지털 유료방

송 미디어인 IPTV를 들 수 있다. 융합 환경 하에서는 미디어 간 경쟁

이 심화되고 대체성이 증가하여 개별 미디어가 지닌 기능적 차별성이 

점차 퇴색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의 선택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는 미디어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인데 디지털 유료방송의 수익 구조

는 절대적으로 가입자의 수신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구 미

디어 간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 수의 변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융합 환경이라는 흐름 속에서 미디어의 

명운이 어떠한 전기를 맞이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

다. 

미디어 대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신구 미디어 간 대체성 증가가 

수용자 확보에 있어서 뉴미디어에게 불리하고 기존 미디어에게 유리하

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대체성 증가가 해당 미디어 시

장의 매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IPTV라는 뉴미디어가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 등장한 작금의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위와 같은 공식이 유효한지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미디어 대체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10여 년 전에 위성방송이 첫 도입되던 시기에 수

행된 것으로, 현재의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이러한 주장의 유효

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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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융합 환경 하에서 진행되는 신구 미디어 간 대체성의 

증가가 미디어 가입자의 변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디지털 

유료방송 미디어인 IPTV, 디지털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을 통해 파악

하고자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를 포함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뉴미디어인 IPTV가 기존 미디어인 디

지털 케이블 TV와 대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위성방송과는 보완 

관계에 있다고 한다.

수용자의 변동은 미디어의 생존 문제와 맞물려 미디어 대체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용자 변동의 구체적인 궤적을 

추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미디어 수용자 변동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쟁 확산 함수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기법을 택했다. 개체 간 경쟁 확산을 나타내는 Lotka-Volterra 모형을 

사용하여 초기 모형을 구축한 후 Runge-Kutta 4th Order Method를 통

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별 미디어 및 전체 디지털 유료방송 가

입자 변동의 시간에 따른 궤적을 추정하여 동태성을 분석하였다. 초기 

모형 구축을 위해 미디어 별 가입자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고 구축된 

모형의 계수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간 가입

자 대체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들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일정 비율로 

증가시켜 신구 미디어 간 대체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였

다. 이후 IPTV, 디지털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가입자 수 및 디지털 

유료방송의 총 가입자 수 변동의 동태성을 분석하였다.  

구축된 초기 모형은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 모두에

서 높은 적합성을 보였으며 미디어 간 대체 및 보완 관계 역시 선행연

구에서 제시한 바와 일치하였다. 초기 모형에 기반하여 신구 미디어 

간 대체성 증가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유료방송의 총 가입자 수는 초기에 소폭 증가

세를 보이다가 1년이 채 되지 않아 초기 모형 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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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PTV 가입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으며 세 미디

어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셋째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수

는 첫 3년 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초기 모형 대비 감소세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디지털 케이블 TV와 

유사한 궤적을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디지털 유료방

송 확산 함수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위성방송을 토대로 수행되었

던 기존의 연구 결과가 IPTV라는 뉴미디어가 새롭게 진입한 근래의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외에

도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총 가입자 수와 제 3자 미디어인 위성방송

의 가입자 수 변동 양상은 본 연구를 통해서 처음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융합 환경 하의 신구 미디어 간 대체성 증가에 따라 디지

털 유료방송 개별 미디어들 및 시장 전체의 가입자 확보 동력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다소 어두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입

자 감소는 디지털 유료방송의 수익 구조와 맞물려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며 특히 뉴미디어인 IPTV가 가입자 확보 

동력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IPTV

의 시장 진입 후 새롭게 정립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질서 속에서 

신구 미디어 대체성 증가에 따른 개별 미디어 가입자 및 총 가입자의 

변동 양상을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제 3자인 위성방송의 

가입자 변동을 통해서 세 미디어가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강한 영향 관계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디지털 유료방송, 미디어 대체, 경쟁 확산, Lotka-Volterra 모

형, 시뮬레이션 분석

학  번 : 2013-2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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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미디어 시장의 환경은 기술 발전에 힘입어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이

에 따라 미디어의 수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여 본격적인 다매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후 방송과 통신에 대한 인터넷 기술의 접목을 토

대로 방송 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브로드밴드 전송망의 전국적 확대와 디지털 기술의 가

파른 성장 하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어왔으며 종전에 엄격히 구분되던 

방송과 통신 간 영역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경계의 모호성을 

토대로 이른바 방송 통신 융합 미디어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는데, 

주로 디지털 유료 방송 영역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대표

적인 방송 통신 융합 미디어로 IPTV를 들 수 있다.

IPTV 실시간 방송 서비스 시행 이전부터 IPTV의 신규 진입이 기존

에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디지털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 위성방송 

도입 시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간을 거슬러 케이블 

TV의 도입 혹은 인터넷의 도입이 기존의 미디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들 역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즉 뉴미디어가 기능적 유사성 

또는 기능적 우월성을 토대로 기존 미디어를 어느 정도로 대체할 것이

며 이에 따른 수용자들의 변동은 기존 산업을 어떤 형태로 재편할 것

인가가 미디어 대체 연구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이러한 관심은 IPTV의 

등장을 토대로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재현되는 모습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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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미디어 간 대체성을 둘러싼 논의는 대체성의 변화가 미디어 수용자 

수에 어떤 변동을 가져올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전통적으로 미디

어 대체 연구는 뉴미디어의 등장이 기존 미디어의 수용자들을 어느 수

준으로 흡수하여 기존 미디어에 위협을 주고 시장을 어떻게 재편할지

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미디어 수용자의 증감은 해

당 미디어의 명운을 가늠하는 척도로 미디어의 생존과 결부된 민감한 

주제이며 이는 미디어 플랫폼의 수익 구조에 있어서 가입자의 수신료

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융합 환경 하에서 진행되는 신구 미디어 간 대체성 변화가 미디어 

가입자 수에 어떠한 변동을 야기하는지 시간에 따른 궤적을 동태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융합 환경 하에서 미디어 간 대체

성의 증가가 미디어 시장 전체와 개별 미디어들에 미칠 영향을 파악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형적 인과 분석 하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가입자 변화의 궤적을 동태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디지털 유료방송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방송 

1) 미디어 대체에 대한 관심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각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유료
방송의 시장 획정에 대한 근거 자료로 미디어 간 대체성을 추정해왔다. 하지만 미디어 간 대체
성의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개별 학문 영역 및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되어 왔다. 미디어 간 대체성을 확인하지 않고 추정하는 이유는 가입자 대체 자료의 부재
와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국내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도 미디어 간 대체성의 추정은 교차탄력성 
추정과 동시 가입자 수 비교라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여타 연구 보고서들은 확산 함수를 
통한 대체수요 추정이나 적소 분석을 통한 기능적 선호 추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미디
어 간 대체성을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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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융합 및 미디어 간 대체성에 관한 연구는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왔다. IPTV라는 융합 매체의 등장에 따라 

기존 미디어들 역시 양방향성을 강화하며 IPTV와의 기능적 격차를 좁

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대체성은 공급 대체성과 수요 대체성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급 대체성을 제외한 수요 측면의 대체성에 초점을 맞

춘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연구에서 미디어 간 대체성이 존재한다는 것

은 수용자들이 두 미디어를 대체재로 인식한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방

송 시장에서의 공급 대체성이란 현재 방송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

자가 미디어 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

는지 여부를 의미한다(방송위원회, 2007). 방송통신위원회 (2013_b) 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던 사업자가 설비를 전환하여 단기적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공급대체성은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현재 극히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 이유는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 

단위의 초기 설비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IPTV의 경우 기존의 

전국적 통신망을 사용하던 통신사업자들이 방송 통신 융합에 따라 비

교적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전국적 네트워크 설비를 

단기간에 감당할 수 있는 타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위성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으로 타 사업자가 진입하려면 사전

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법 제 9조는 이러한 허가와 승인, 등록 등

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타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대한 일

종의 제도적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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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위

성방송 간 공급 대체성은 높은 수준이다. 세 미디어 모두 본질적으로 

유사한 방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콘텐츠 사업자가 

아닌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급대체성의 존재 여부

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위성방송 간 수요 대체성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3_b).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미디어 간 교차탄력성 측정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임계손실분석

에서도 특히 디지털 케이블 TV와 IPTV 는 수요 대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 미디어가 기능과 가격 면에서 동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디어 수용자가 체감하는 미디어 간 기능

적 차이가 극히 미미한 점에서 비롯된다. 융합에 따른 양방향성 강화

를 필두로 부가기능 및 가격 부문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디지털 유료

방송 미디어들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가격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디어 수용자들은 두 미디어들을 사실상 동질

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디지털 유료방송 미디어 플랫폼을 연구 대상

으로 삼는다. 미디어 플랫폼 연구의 대상이 되는 미디어 간 대체성은 

공급 측면이 아닌 수요 측면에서의 대체성을 뜻하며 본 연구 역시 디

지털 유료방송 미디어 간 수요 측면에서의 대체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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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연구의 구성에 대해 설명

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토대가 되는 미디어 대체 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미디어 간 대체성을 정의하는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며 융합

환경 하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간 대체성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선

행 연구들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연구 모형을 소개한 후 초기 모형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변수를 정의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모형과 자료를 토대로 초기 모형을 구축하고 시스

템 변수의 조작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가입자 변동의 시간에 

따른 궤적을 관찰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논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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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1. 미디어 대체 이론

미디어 대체 이론(media substitution theory)은 뉴미디어의 출현이 기

존 미디어의 수요를 잠식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미디어 

대체 가설(media substitution hypothesis)에서 출발하였다. 

Chan-Olmsted & Kang(2003)에 따르면 새로운 융합 매체의 등장은 이

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결국 매체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데, 이

러한 경쟁적 환경 속에서 양방향 시청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은 기존의 방송 사업자들과 경쟁 또는 협력을 하며 경쟁 우위를 점하

기 위해 시장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강재원 & 이상우, 2006_a). 

미디어 대체 이론에서는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간 관계에 주목해 왔

다. 뉴미디어가 시장에 진입함과 동시에 기존 미디어들과의 관계가 어

떻게 형성될 것인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미디어 대체 이론의 초기 연구자인 Scripps(1965)는 뉴미디어의 등장

에 따른 수용자의 선택 변화를 연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뉴미디어의 등

장이 기존 미디어를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미디어 대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의 등장이 기존 미디어의 수요를 잠식할지 혹은 부분적으로 대

체할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즉,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의 등장

이 기존의 라디오, 영화, 신문 등의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관

심사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대하여 심미선 외(2009)는 과거부터 축적된 

미디어 간 대체성 규명 관련 연구들의 결과가 고정불변의 성격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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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인터넷과 타 미디어 간 대체 관계

가 변화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초기의 연구들은 인터넷이 방송과

는 대체 관계를 나타내고 신문과는 보완 관계를 나타낸다고 한 반면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터넷 도입 초창기와 달리 현재에는 인터넷은 방송과 보완 관계에 있

고 신문과는 대체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미디어 간 대체 관계가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미디어 간 관

계는 고정불변의 관계가 아닌 가변적 관계라는 것을 나타냈다.. 

Fidler(1997)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디어의 변이(Mediamorphosis)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한 매체의 변이가 

대체 및 보완 효과를 일으키고 이는 다른 매체의 수용자들에게도 영향

을 주기 때문에 다른 매체의 변이를 불러온다고 한다. 이처럼 미디어 

간 대체성은 각 매체의 변이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진화하게 된다(강미은, 2000). 즉, 뉴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와 대체 혹

은 보완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관계는 고정불변의 관계가 아닌 시간

의 흐름이나 다른 뉴미디어의 등장, 여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미디어 생태계속에서 수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기능적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것을 미디어의 공진화라고 한

다. 미디어 대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미디어에서 일어나는 혁신에 

따른 미디어의 보완과 대체, 그리고 공진화 현상을 다루고 있다(강재원 

& 이상우, 2006_a).  

미디어 대체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간에는 세 가지 대체 형태가 존

재한다. 첫째는 대체 관계이고 둘째는 보완 관계, 셋째는 서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관계이다. 미디어 간 대체성에 대한 정의는 연구 

관점마다 다르지만2) 일반적으로 미디어 대체 이론에서 대체 관계는 

2) 미디어 대체성에 대한 정의는 크게 기능적 대체, 시간적 대체, 사회적 대체로 구분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아직 미디어 간 대체성에 대한 정의와 접근법은 통일되지 않았다 (임정수, 20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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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의 등장이 기존 미디어의 이용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가리킨

다. 보완 관계는 뉴미디어의 등장이 기존 미디어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가리키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관계는 뉴미디어의 등장

이 기존 미디어의 이용에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현상을 가리

킨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연구자에 따라서 마지막 관계를 제외하기도 

하는데, Greestein & Khanna(1997)는 미디어 간의 관계를 대체 관계와 

보완 관계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미디어 대체에 대하여 강미은(2000)은 미디어 수용자가 여러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특정한 한 매체를 선택하는 현상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두 미디어 사이에 대체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 

미디어의 이용이 다른 미디어의 이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반

대로 두 미디어 간 보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 미디어의 이용이 

다른 미디어의 이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미디어의 보완 관계

에 대하여 Jeffres & Atkin(1996)은 한 매체의 특성과 다른 매체의 특

성을 동시에 활용하여 상호 유용성을 극대화시키는 이익 극대화

(interest maximization) 과정이라고 하였다(강재원 & 이상우, 2006_a에

서 재인용). 일례로, 남윤미 & 나상우(2012)는 PSTN 시내전화와 인터

넷전화 간 대체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PSTN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동시가입자 비율이 높은 것에서 유추해 볼 때 두 매체 간 보완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미디어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를 정의내리는 데 있어 연구자

들의 접근 방법은 크게 개인적 수준의 대체 연구와 사회적 수준의 대

체 연구로 나뉘는 경향을 보인다(Nam & Barnett, 2010). 이 중에서 개

인적 수준의 대체는 다시 기능적 대체와 시간적 대체로 구분할 수 있

다. 

반적으로 경제학적 의미의 대체성에 가장 근접한 것은 시간적 대체이다. 각 접근법 별 대체성
에 대한 여러 정의는 본 절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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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수준의 대체

개인적 수준(individual level)의 대체는 미디어 수용자의 미시적 선택

의 변화가 미디어 대체를 야기한다는 관점이다. 즉, 미디어와 미디어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가 미디어 대체성의 변화를 가져오면 기존 미

디어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역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Nam & 

Barnett, 2010). 이러한 수용자의 인식 변화가 미디어의 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기존 미디어 이용자가 기존 미디어의 이용을 중단하고 뉴미디어로 옮

겨가게 되면 대체 관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기존 미디어와의 동시적, 보완적 이용이 수용자의 효용을 

증가시킨다면 보완 관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및 보

완을 설명하는 논리로 크게 기능적 유사성 원칙과 시간 재할당 가설을 

들 수 있다.

1) 기능적 대체

미디어 대체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은 미디어 간 기능이 유사해질수

록 대체성이 높아진다는 기능적 유사성 원칙(functional similarity 

principle)이다.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간에는 기능적 유사성이 존재

하는데 이러한 기능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기존 미디어의 수용자들이 

뉴미디어의 수용자로 대체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인지심리학 분

야에서도 수행되었는데, 수용자가 인지한 두 미디어 간의 기능적 유사

성이 높아질수록 한 미디어에서 다른 미디어로 수용자의 지식과 감정

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강재원 & 이

상우, 2006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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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유사성 원칙은 이용-충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과 결합하여 수용자가 특정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에서 오는 충족감의 

차이가 미디어 선택의 영향 요인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Ferguson 

& Perse, 2000). 이용-충족 이론에 의하면 기존의 지상파 방송 수용자

들은 케이블 TV 서비스와 가정용 VCR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

들이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충족감을 느끼게 해

주고 이러한 이용과 충족이 수용자가 기존 미디어를 버리고 뉴미디어

를 선택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Perse & Courtright, 1993). 기

능적 대체는 Ferguson & Perse(2000)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웹이라는 뉴미디어가 지닌 오락적 기능 덕분에 기존의 TV가 

충족해주지 못했던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TV를 이용하는 대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TV는 인터넷으로 대체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유사성은 대체성 뿐만 아니라 보완성에 영향을 주기

도 한다.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사이에 기능적 유사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수용자가 느끼는 충족감이 높을 경우 두 미디어 사이에는 대체 

관계가 형성되지만,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사이에 기능적 유사성이 

낮고 상이한 면이 있을 때 보완적 관계가 형성된다(강미은, 2000; 

Atkin et al. 1998; 심미선 외, 2009에서 재인용). 기능적 대체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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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능적 대체에 관한 주요 연구들

연구자 주요 내용

Childers & Krugman

(1987)

가정용 VCR의 등장에 따른 극장 영화 수요의 

대체

Perse & Courtright

(1993)

케이블 TV와 가정용 VCR의 등장에 따른 기존 지

상파 TV의 수요 대체 

Ferguson & Perse

(2000)
웹(Web)의 등장에 따른 기존 TV의 수요 대체 

Martin & Stewart

(2001)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 간 기능적 유사성이 존

재하면 새로운 제품으로 수용자의 지식과 감정이 

전이되고 이를 계기로 대체가 발생

2) 시간적 대체

시간적 대체에 관한 연구들은 미디어의 수용자들이 자신의 가용 시

간 중에서 미디어 사용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당할 것인지를 선택하

는 과정에서 대체가 발생한다고 한다. 뉴미디어가 등장하면 기존 미디

어의 수용자는 기존 미디어를 이용하던 시간을 줄이고 뉴미디어에 할

애하는 시간을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미디어 간 시간 할당

이 차츰 역전되고 결국 기존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을 소

비하지 않게 되면 뉴미디어로의 완전한 대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

다. 이러한 관점은 기능적 대체에서 포착하지 못한 개인의 유한한 시

간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대체 현상을 설명했다는 데에 의의

가 있다. 

시간적 대체가 기능적 대체와 다른 점은 두 미디어가 기능적으로 충

분히 유사하지 않아 대체가 불가능한 관계에 있더라도 미디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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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선택은 대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다(송경희, 

1998). 즉 기능적 대체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뉴미디어의 이용

이 기존 미디어의 이용 시간을 줄인다면 두 미디어는 대체 관계 하에 

있다는 입장이다(임정수, 2010 에서 재인용). 

Kaplan(1978)은 케이블 TV라는 뉴미디어의 등장이 기존 미디어의 이

용 시간을 어떻게 바꿨는지 연구했다. 그는 사람들이 케이블 TV를 이

용하기 위해 라디오와 지역 방송, 극장 영화에 할애하는 시간을 감소

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기존 미디어의 수용자들이 자신의 유한

한 시간을 케이블 TV를 이용하는 데 소비함으로서 기존 미디어의 이

용 시간을 줄이게 된 것이다. 

Kayany & Yelsma(2000)는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의 등장이 사람들

이 전화, 신문, 가족 간 대화에 소비하는 시간을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뉴미디어 이용을 위해 기존 미디어 이용시간 뿐만 아니라 가족간 대화

라는 일상적 행위에 소비하는 시간도 줄이게 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김병선(2004)은 웹(Web)의 이용은 TV의 이용 시간을 감소시키

는데, 수용자는 웹에서 기능적 충족감을 보완하기보다는 웹을 이용하

기 위해 자신의 미디어 이용 시간 분배 패턴 자체를 바꾼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뉴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수용자는 기존

의 미디어 이용 시간뿐만이 아니라 생활시간 패턴 자체를 바꾼다는 가

설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이재현(2005)은 ‘시간 재할당 가설’

이라고 하였다.

시간 재할당 가설은 뉴미디어의 등장은 수용자로 하여금 뉴미디어를 

이용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시간의 패턴 자체를 바꾸게 한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대체의 대상은 기존 미디어 이용시간 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일상적으로 할애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시간을 뜻한다. 미디어

의 대체가 비단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의 기능적 요인에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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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효용과 대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발견이 시간 재할당 가설이 갖고 있는 이론적 의의이다. 이렇

듯 기능적 대체에서 시간적 대체로 논의가 확장되면서 미디어의 대체 

현상은 미디어 간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벗어나 미디어 외적 

요인들에도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2> 시간적 대체에 관한 주요 연구들

연구자 주요 내용

Kaplan (1978)
케이블 TV의 이용이 라디오, 지역 방송, 극장 

영화의 이용 시간을 감소시킴

Kayany & Yelsma

(2000)

인터넷의 이용이 전화, 신문, 가족 간 대화에 소비

하는 시간을 감소시킴

김병선 (2004)
웹(Web)의 이용이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 시간 

분배 패턴을 바꿈

이재현 (2005)
뉴미디어의 도입은 수용자의 생활시간 패턴을 

바꿈 (시간 재할당 가설)

3. 사회적 수준의 대체

사회적 수준의 대체 연구는 대체 현상을 개인 선택의 합인 전체 미

디어 이용자 수로 확대시켜 연구한다. 뉴미디어의 등장이 기존 미디어

의 전체적인 이용자 수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적 수준의 대체 연구는 미디어 간 이용자 수의 변동 관계를 통

해 대체성과 보완성을 판별한다. 한 미디어의 이용자가 증가할 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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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미디어의 이용자가 감소하면 두 미디어는 대체 관계에 있다고 하며 

한 미디어의 이용자가 증가할 때 다른 미디어의 이용자가 증가하면 두 

미디어는 보완 관계에 있다고 한다(이재현, 2005). 대표적인 예로 방송

통신위원회(2013_a)는 두 미디어의 동시 가입자 수가 많아질수록 강한 

보완 관계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적 수준의 대체 연구가 대체의 원인이 되는 기능적 유사성이나 

미디어 이용시간의 변화를 근거로 대체성을 판별한다면 사회적 수준의 

대체 연구는 대체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용자 수의 변동에 근거하여 대

체성을 판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Nam & Barnett(2010)은 이러

한 연구 경향을 언급하며, 사회적 수준의 대체 연구에서는 새로운 미

디어가 출현한 후 시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을 거듭하며 결국에

는 기존의 미디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체 및 보완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주된 연구 주제라고 하였다(이승엽, 이상우, 2013에서 재인용).

사회적 수준의 대체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거시적 측면에서 여러 

기술들에 대한 수요의 완전한 대체가 이루어지는 현상에 집중했다. 하

지만 이러한 경향은 곧 부분적인 대체 및 보완의 관계 하에서 기존 기

술과 새로운 기술이 서로 공존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방

송 통신 전반을 아우르는 미디어 산업의 기술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면

서 분석 대상의 대체 간격 역시 점차 짧아진 데 그 이유가 있다.   

 초기의 연구로 Fisher & Pry(197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사

회적 수준의 대체에 대해 시장에 대한 인위적 통제요인이 없는 자연의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 기존 기술을 이용하던 수용자들을 

완전히 대체 및 잠식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이를 두고 기술적 대

체(Technological substitution)현상이라 하였다.

이후 Peterson & Mahajan(1978)은 기존의 기술과 새로 도입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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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총 네 가지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대체적 관계와 

보완적 관계 및 독립적 관계 외에도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

다. 여기에서 대체적 관계와 보완적, 독립적 관계는 기존 미디어 대체 

이론의 대체 유형과 동일하다. 다만 조건적 관계는 한 제품이나 서비

스의 수용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조건적 관계

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이러한 조건적 관계의 예로 컴퓨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 수용자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Marchetti & Nakicenovic(1979)는 기존 기술의 수용자들이 포화 상태

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두 기술은 

공생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기존의 기술이 쇠락하여 대체된다고 주

장하였다. Norton & Bass(1987)는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라는 양

자 관계만을 다루어 온 기존의 연구들을 뛰어넘어 다세대 확산

(Multigeneration diffusion)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초기에는 기존 기술에 대해 부분적인 대체

를 하며 공존하지만 이어 등장하는 또다른 새로운 세대의 기술들이 기

존 기술을 시장에서 쇠퇴하게 만들어 완전히 대체시킨다고 하였다. 이

러한 다세대 확산에 관한 연구는 특히 통신 시장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2G와 3G 그리고 4G기술의 연속적인 도입이 각 세대 기술의 

공존과 소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

다.

 Noguchi & Takashima(2000)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이용자의 수

에 있어서 기존 기술과 부분적인 대체 및 보완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데, 소득(GDP)과 기존 서비스의 가격,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의 가격이 

이러한 대체 및 보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ahajan et al.(2000)은 기존에 Peterson & Mahajan(1978)이 주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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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대체 관계를 확장시켜 신규 제품과 기존 제품 간의 대체 관계를 

9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으로 그들은 기존 제품과 새

롭게 도입된 제품의 관계가 정의 관계, 부의 관계 또는 독립적인 관계

를 갖는지 여부를 들었다. 

사회적 수준의 대체에 관한 연구가 발전되어온 과정을 연구자별로 

나열하여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사회적 수준의 대체에 관한 주요 연구들

연구자 주요 내용

Fisher & Pry (1971)
규제 등 외부 영향요인이 없다면 새로운 기술은 

기존 기술 수용자들을 완벽하게 대체하게 된다.

Peterson & Mahajan

(1978)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 간에는 독립적, 보완적,

조건적, 대체적 관계의 네 가지 유형의 관계가 존

재한다.

Marchetti &

Nakicenovic (1979)

기존 기술의 수용자들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시

점부터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기

존 기술에 대한 대체가 발생한다.

Norton & Bass

(1987)

새로운 세대 기술의 계속적인 출현이 기존 기술의 

수용자에 대한 대한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대체를 

야기한다.

Noguchi &

Takashima (2000)

새로운 기술과 기존 기술 사이에는 수용자 측면에

서 부분적인 대체 및 보완 관계가 존재하며 소득

과 해당 서비스 및 경쟁 서비스의 가격은 이러한 

대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Mahajan et al. (2000)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 간에는 총 9가지의 관계

가 존재한다. (Peterson & Mahajan(1978)의 연구

를 확장)

최근에는 사회적 수준의 대체를 미디어 생태계의 시각에서 조망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 생태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체군들의 

개체 수와 개체군들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역학 모형에서 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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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ka-Volterra 모형 역시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들 간의 경쟁 관계를 

바탕으로 수용자의 대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포착 

가능하게 해 준다. 개인적 수준의 대체 연구가 여러 미디어에 대한 개

인의 선택에 주목하여 고정된 영향 변수가 가지는 선형적인 인과관계

를 규명하는 데 유용한 반면, 이러한 사회적 수준의 대체 연구는 미디

어 생태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디어들 간의 상호작용의 비선형성을 포

착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미디어들 간의 융합이 가속

화되고 대체성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들 간의 경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비교적 유리한 방법론적 위치를 점한다.

제2절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미디어 간 대체성

1. 디지털 유료방송 현황

뉴미디어의 등장을 필두로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수년간 급속한 성장

을 거듭해오고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

에 의하여 수 개의 채널단위, 채널 별 또는 방송프로그램 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 20).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사업자 수 및 진입 시점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등 타 산업 대비 경

직된 산업 구조를 보이며 규제당국의 경쟁정책을 통해 시장구조가 변

하는 특징을 갖는다(경종수 & 정선필, 2006). 

유료방송서비스는 고정형 서비스와 이동형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

다. 고정형 서비스와 이동형 서비스는 특성 및 용도가 상이하여 별개

의 시장으로 분리하고 있다(이수일, 2010). 일반적으로 유료방송서비스

라 함은 고정형 서비스를 가리키며, 고정형 서비스에는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이 있다. 반대로 이동형 서비스에는 위성DMB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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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정형 서비스에서 아날로그 케이블 TV를 제외한 IPTV, 디지털 케

이블 TV, 위성방송의 세 미디어를 통틀어 디지털 유료방송이라고 한

다.

1) IPTV

IPTV는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초고속 인터넷 프로토

콜에 기반한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를 의미한다. IPTV가 타 매체와 

다른 점은 초고속 인터넷 망을 회선으로 쓴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방송뿐만 아니라 VoD(Video on Demand) 및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아졌고 사용자가 시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

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내에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3사가 IPTV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의 IPTV 서비스는 SK브로드밴드의 VoD 서비

스로 출발했다. 이후 2008년 9월에 KT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현 

LG유플러스)이 정부에 의해 IPTV 서비스업체로 지정되었고 그 해 11

월에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실시간 방송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IPTV는 본격적으로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서

비스가 되었고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

를 형성하게 되었다(한은정 & 서보밀, 2010). 이명순 외(2013) 는 IPTV

가 타 유료방송 매체들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음을 언급하며 채

널의 무한 활용과 빠른 속도, 콘텐츠 선택의 자유 및 양방향 방송이라

는 특징이 이러한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IPTV는 도입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실시간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VoD 포함 가입자 수가 200만을 기록했다. 201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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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IPTV의 가입자 수가 단자 기준 1000만을 넘어섰고 매출액은 

8429억 원을 기록했다. 이재영 외(2010) 는 IPTV의 성장은 케이블 TV

나 위성방송과 같은 기존의 뉴미디어에 비해 매우 빨랐는데 주된 요인

은 지상파 방송 재전송에 대한 협상이 타 매체에 비해 빠르게 타결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그들은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자들이 이미 통신시장에서 활동하던 거대 통신 기업들이었고 따라서 

충분한 마케팅 및 설비 역량을 갖춘 이른바 준비된 사업자였다는 점이 

IPTV의 급속한 성장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사업자 역량 면에서는 충분했을지라도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상용 서비스가 개시되기까지는 다소 지체를 보이기도 했다. 많은 

연구들은 IPTV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IPTV의 성격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방송위원회는 IPTV 서비스를 방송서비스

로 규정한 데 반하여 정보통신부는 IPTV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로 규

정하여 양 세력 간의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던 것이 갈등의 주 

원인이었는데, 이러한 갈등은 IPTV의 성격 규정 및 적용 법률 문제, 

망 동등 접근, 통합 기구 수립, 콘텐츠 동등 접근, 사업 권역, 시장 점

유율 규제, 진입 제한 등의 의제에서 충돌을 빚은 것이다(김동욱 & 성

욱준, 2010; 김선배, 2013; 이명순 외, 2013). 김동욱 & 성욱준(2010)은 

이러한 정책 갈등이 여러 행위자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하

며 정책영역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관할권 경쟁에서부터 방송사업자

와 통신사업자 간 경쟁까지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양상을 띠었

다고 하였다. 그들은 IPTV를 둘러싼 갈등이 강제적 기능조정으로 인한 

부처간 갈등 완화를 기점으로 해소되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중층적 

갈등 구조에서 모든 행위자들의 갈등을 동일 수준으로 놓고 해결하려

는 접근은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나 이러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여

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선배(2013)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를 담

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산업 육성을 담당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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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분리된 3자 구조에서는 언제든지 부처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방송 정책이 추

구하는 공익성과 통신 정책이 추구하는 사업자 효율성이 적절한 균형

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2) 디지털 케이블 TV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는 기존의 아날로그 전송 방식이 아닌 디

지털 전송 방식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HFC(Hybrid Fiber 

Cable) 전송망을 통하여 방송 신호를 전달한다. 여기에는 양방향 서비

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며 VoD서비스 역시 이용이 

가능한데, IPTV와 기능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이러한 서비스 간 유

사성은 유료방송시장의 매체 간 경쟁이 야기한 것으로 양방향성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매체 간 경쟁적인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케이블 TV의 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종합유선방송국(SO: System operator), 전송망사업자(NO: Network 

operator)의 세 유형이 있으며 재원 구조는 수신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 중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수는 2012년 말 기준으로 94개 업체가 존

재한다.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C&M, 현대HCN, CMB의 5개 사업자들

이 대부분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 가입자들을 개별 전

송망사업자들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2014년 1월 28일 방송법 시행

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가입자 제한 기준이 ‘전체 종합유

선방송사업 가입가구의 1/3’에서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1/3’

으로 대폭 완화되었고 겸영 제한 역시 폐지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

화가 이루어졌다. 사실상 IPTV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게 됨

에 따라 사업자들은 거대 MSO로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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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케이블 TV의 가입자 수는 서비스 개시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여 왔는데, 2007년 40만 가구에 불과하던 가입자 수가 2014년 9월 

현재 640만 가구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케이블 TV 가입 가구의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 TV가 하락

세를 보이는 것과 반대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박성덕(2006)은 

아날로그 케이블 TV에 대한 디지털 케이블 TV의 장점으로 고품질화,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양방향성, 경제적 효율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 다양한 신호처리를 꼽았다. 그는 케이블 TV의 디지털화가 산업

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방송서비스를 제공

하고 나아가 방송 통신 융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위성방송

위성방송은 통신 및 방송위성을 통해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방송 

형태로 2002년 국내에 첫 도입되었다. 위성방송을 통해 고화질 및 고

음질의 방송 시청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도 기존 방송 서비스에서 존

재했던 난시청 지역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유선을 기반으로 하는 

케이블 TV는 일부 산간 벽지에서 난시청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위성방

송은 위성을 매개로 하는 무선 방송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난시청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허나 방송 구조 특성상 악천후 시 화면 

중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현재 국내 디지털위성방송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구 한국디지털

위성방송)가 유일하다. 2000년 당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은 정부

에 의해 위성방송 사업자로 승인을 받았고 당해 초에 통합방송법의 제

정으로 서비스 개시를 위한 법적 토대 역시 마련되어 있었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장기간 차질을 빚었고 결국 2001년 6월이 되어서야 

채널 선정이 완료되었다(이상우 & 이인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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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은 서비스 개시 3년 만에 전체 가구 대비 가입자 수가 10%

를 넘으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허나 인기 채널들의 중도하차 및 지

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서비스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

였다. IPTV의 등장 이후 양방향성을 무기로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가 다양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위성방송은 양

방향성에서 다소 뒤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3년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시킨 PVR(Personal Video Recorder)서비

스를 도입하여 양방향성을 강화하였다(김미라 & 김종하, 2013).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위성방송은 가입자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가입자 제한을 받는 IPTV나 케이블 TV 사업자들과는 다른 기준

을 적용 받는 것으로, 매체들의 서비스가 유사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서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

다. 이러한 가입자 규제를 통합하여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

행되어 왔으며 수평 규제에 대한 의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수년간 답보 상태를 보여 왔다.

2. 미디어 간 대체성의 추정

방송통신위원회(2013_b)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미

디어 간 대체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상품별 유사성과 차이점 

비교, 미디어 상품 간 유사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측정 및 소비자

들의 선택요인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임계손실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3). Collins et al.(1997)은 서비스 대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3) 상품별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한 예로 디지털 케이블 TV와 IPTV는 기능 면에 있어서 양방향 
서비스, 실시간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는 등 거의 흡사한 특징을 보이며 굳이 
차이를 꼽자면 디지털 케이블 TV가 IPTV보다 채널 수에서 약간 강점을 보이고 IPTV는 VoD

에서 약간 강점을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3_b).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정확한 수요 공급 자료의 활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간접적 추정 방법이라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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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네 가지를 꼽았다. 대체 이익이 클 경우, 새로운 서비스가 더욱 

편리할 경우, 새로운 서비스의 기술이 안정적인 표준 하에 구축되어있

을 경우,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와 같은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 수용자

의 서비스 대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전환 비용

도 대체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전환비용은 실제로 새로운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드는 금전적인 비용과 기존 서비스를 새로운 서

비스로 대체하는 데에 따르는 비금전적인 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이다(박창희 & 김미경, 2005). 금전적인 비용에는 기존 서비스와 새로

운 서비스의 요금 차이, 셋톱박스 전환 비용 등이 있고 비금전적인 비

용에는 새로운 서비스에 익숙해지는 데 드는 노력과 소비하는 시간, 

여타 심리적 요인들이 포함된다.

이처럼 미디어 대체성을 판별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쓰인다. 이

러한 방법들 중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론은 SSNIP테스트를 통한 교

차탄력성 추정, 적소(niche) 분석을 통한 기능적 대체성 분석, 경쟁 확

산 함수를 이용한 대체수요 추정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처럼 대체

성 판별 방법이 다양한 것은 미디어 대체성에 관한 정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경제학적 의미의 대체성 추정에는 

SSNIP테스트가, 기능적 유사성 원칙에 따른 대체성 추정에는 적소 분

석이, 사회적 수준에 따른 대체성 판별에는 경쟁 확산 함수가 사용된

다4). 이렇듯 대체성에 대한 정의와 연구 방법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임정수(2010)는 대체성에 대한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이

유는 대체성과 경쟁 관계에 대한 기본적 접근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고 지적한 바 있다.

를 가진다(권남훈, 2006).

4) 방송통신위원회(2013_a)는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획정시 대체성 판별에는 SSNIP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보완성 판별에는 동시 가입자 수를 근거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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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SNIP테스트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은 차별화된 소비재 시장(differentiated 

consumer product market)의 속성을 갖는데, 경쟁 서비스들이 유사성

과 차별성을 동시에 보유하므로 명확한 시장획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3_b). SSNIP테스트는 설문을 통해 미디어 간 

교차탄력성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으로 경제학에서 전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체재 판별에 쓰인다. SSNIP는 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의 약자로, 타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변수로 고정시킨 다음 가상의 독점 사업자가 자신의 재화 및 서비

스의 가격을 작지만 유의미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인상시킬 때 사업

자의 이윤이 증가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이다(권남훈, 2006). 

현재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시장 획정에 SSNIP테스트의 방법론으로 

Harris & Simons(1989)에 의해 제안된 임계매출손실 검정법이 쓰이고 

있다. 임계매출손실분석법은 설문을 토대로 교차탄력성을 간접 추정하

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의 가격이 5~10% 상승

할 때 타 서비스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이용자들의 비율을 도출한다.5)  

방송통신위원회(2012)는 보고서에서 대체성 확인의 방법론상 한계점

을 명시하고 있다. 직접적인 수요 대체성 측정은 원래 사업자들이 보

유한 가입자 정보에 기초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는 사업자

들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법론상의 어려움

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장 획정

의 근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방송채널 최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

5) 매년 발간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에서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임계매출
손실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케이블 TV 이용자 중 비용이 5~10% 증가할 때 
IPTV로의 전환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2009년 26.2%에서 2010년 26.1%, 2011년 19.7% 2012년 
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방송으로의 전환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2009년 12.9%에서 2010

년 14.6%, 2011년 8.2% 2012년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12년은 케이블 TV가 아닌 디지
털 케이블 TV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09; 방송통신위원회,

2010; 방송통신위원회, 2011; 방송통신위원회, 2012; 방송통신위원회, 2013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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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전환 의사를 알아내는 간접 추정밖에 없다고 

하였다. 권남훈(2006) 역시 경제학 이론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이

러한 정보를 토대로 직접 교차탄력성을 구하여 시장 획정을 하면 되지

만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

는 SSNIP테스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허나 그는 융합 환경 

하에서 SSNIP테스트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오류의 

소지가 크다고 하였는데, 방송시장에서의 융합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

는 반면 SSNIP테스트가 가정하는 시간적 범위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SSNIP테스트가 반영하고자 하는 시장의 상황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시

점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시간적 괴리는 경

쟁 미디어들 중 뉴미디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 뉴미디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때 더욱 커지며 그만큼 간접 추정법에서 오는 오류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복홍석(2011) 역시 급격한 

기술적 진보를 보이는 방송 시장의 특성상 SSNIP테스트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2) 적소(niche) 분석

수용자의 미시적 선택에 주목하여 미디어의 채택을 설명하려는 접근

법 중 대표적으로 적소 이론(niche theory)에 기반한 적소 분석을 들 

수 있다. 적소 이론은 자원을 둘러 싼 개체군들 간의 경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초기에는 주로 생태계 내의 종 간 경쟁을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Dimmick & Rothenburler(1984)는 미디어 시장의 경쟁 관

계 분석에 적소 이론을 도입하여 생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후 국

내 방송시장에 대한 연구에서도 적소 이론을 활용한 경쟁 관계 분석이 

시도되어 왔다. 여기에서 칭하는 경쟁이란 미디어들 간의 생존 경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황에서 특정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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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선호 우선순위를 가리킨다. 즉, 수용자들이 미디어들의 기능

에 대해 느끼는 선호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경쟁적 우위를 도출한다. 

적소 이론은 미디어가 자발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

이 아니라 오직 사회적인 수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수용

의 채택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정재민 외, 2005). 여기에

서 적소 이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송경희(1998)는 적소 이론

의 기저에는 환경결정론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환경 적응과 

생존을 위한 개체군의 노력은 무시되고 오직 외부 환경의 선택에 의해

서만 생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경쟁 상황을 정의한다고 하였다. 

적소 분석은 적소폭(niche breadth)과 적소중복(niche overlap), 그리

고 경쟁적 우위(competitive superiority)를 산출하여 수용자의 채택에 

기반한 미디어 간 경쟁 관계를 분석한다. Dimmick et al.(2011)에 따르

면, 적소 폭은 한 미디어가 자원들을 얼마나 폭넓게 차지하고 있는지

를 나타내고 적소 중복은 미디어들 사이에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

는 지점을 뜻하며 경쟁적 우위는 한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에 대해 차

지하고 있는 경쟁적 우열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적소 분석에는 주

로 진술 선호 자료가 활용된다. 미디어 간 경쟁적 우위는 진술 선호 

자료에 근거한 개인의 미디어 수용 의사를 기반으로 정해진다. 이 때

문에 미디어 대체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가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기술이 발전하고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어 수용자들의 인식과 

선호 우선순위가 변하면 더 이상 기존의 경쟁 관계가 유효하지 않거나 

심지어 역전되어버리는 일도 있다. 적소 분석은 고정된 시점에서 수용

자의 미시적 선호를 토대로 한 미디어 채택의 선형적 상관관계를 파악

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디어 간 융합과 변이에 따른 대

체성의 변화가 빈번한 현 미디어 생태계에서 적소 분석 결과가 유효하

게 적용 가능한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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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 확산 함수

사회적 수준에서 전체적인 수용자 수의 변동을 다룬 연구들은 가입

자 시계열 자료에 기반을 둔 가입자 확산 함수를 도출하여 대체 수요

의 변동을 추정한다. Bass(1969)에 의한 초기의 단일 확산 함수는 신규 

서비스의 확산, 즉 가입자 증가는 혁신 효과와 모방 효과라는 두 가지 

동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초기의 단일 확산 함수에는 대

체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앞서 사회적 수준의 대체 연구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 간 확산 경쟁에 따른 대체수요 효과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순수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대체 가입자의 수

도 추정 가능하도록 확산 함수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경쟁 확산 함

수는 전체 가입자 수만 관측 가능한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와 대체 가

입자를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정일 & 전덕빈, 2006).

경쟁 확산 함수 역시 적소 이론과 마찬가지로 생태학에서 방법론을 

차용하기도 한다. 생태계라는 하나의 동태적 시스템 하에서 상호작용

하는 개체군들이 포식자-피식자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아이디어는 미디

어 시장에서 미디어 간의 경쟁을 통한 수용자들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에도 활용되었다. 이러한 포식자-피식자 구도를 통한 미디어 간 수용

자 변동 분석은 특정 미디어를 하나의 개체군으로 설정하고 미디어 생

태계 안에서 다른 개체군들과 개체 수의 증가, 즉 수용자의 증가를 놓

고 끊임없이 경쟁한다는 동태적 관점에서 대체 현상을 파악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 방대한 기간의 시계열 자료들을 활용하며 

주로 경쟁 및 대체 관계에 있는 매체들의 가입자 변동 자료를 토대로 

자기회귀 및 상호회귀 효과에 의존한 시뮬레이션 분석이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이는 주로 진술선호 자료에 근거하여 미디어에 대한 개인적 

선호의 우열을 가리는 적소 분석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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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포식자-피식자 구도를 미디어의 대체에 적용한 대표적인 연

구로 Watanabe et al.(2003)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일본의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대체되는 과정을 경쟁 확산 함수를 통해 설명했는

데, 생태계에서 관찰되는 개체군 간의 포식자-피식자 시스템

(Predator-prey system)이 미디어 생태계에서 경쟁 미디어 간 나타나는 

복잡한 균형(sophisticated balance)을 잘 설명해준다고 하였다. 그들은 

생태학적 분석을 통하여 시기별 최적의 대체 비율을 실증적으로 제시

했고 이를 정부의 디지털 TV 대체 시나리오와 비교하였다.

3. 디지털 유료방송 미디어 간 관계

그렇다면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미디어들은 어떠한 대체 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미디어 간 대체 관계를 평가한 연구들은 

주로 기능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미디어 간 가격이 사실상 동

질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각 미디어별 기능이 수용자의 대체성 인식

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능적 유사성 이론에 입각하여 경쟁 미디어 간 기능이 유사해질수록 

미디어들 간 대체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임정수, 2010).  

IPTV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전, 기존의 디지털 케이블 TV와 IPTV와

의 대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를 분석한 사례로는 박창희 & 김미경

(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디지털 케이블 TV와 IPTV가 서비

스 측면에서 서로 매우 유사하고 가격 역시 경쟁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들은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가 등장한다면 기존

의 디지털 케이블 TV와 뉴미디어 간 소비자 대체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현재 디지털 케이블 TV와 IPTV는 기능 면에서 본질적

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굳이 차이점을 꼽자면 IP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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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이고 디지털 케이블 TV는 TV 채널 수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특성이 있다. 디지털 유료방송 미디어 간 기능을 비

교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디지털 유료방송 미디어 간 기능 비교 (방송통신위원회. 2013_b 

재구성)

미디어 TV 채널수 HD 채널수 VoD
양방향 

서비스

IPTV 65~198 21-120 O O

디지털 케이블 TV 100~230 40~80 O O

위성방송 178~198 88~102 Near VoD X

이후 IPTV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기존 미디어들과의 대체 관계를 분

석한 연구들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성희 외(2008)는 유료방송 

시장의 적소 분석을 통하여 미디어들 간 경쟁 우위를 실증적으로 도출

한 바 있다. IPTV와 케이블 TV, 위성방송이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수용자들이 느끼는 효용을 점

수화하여 수집하였다. 그는 IPTV가 케이블 TV와 비교했을 때 경쟁적

으로 열위에 있다고 하였다. 적소 중복의 측정값 비교 결과, 케이블 

TV는 평균 8.3을 기록한 데 반해 IPTV는 평균 5.7을 기록하였다. 또한 

IPTV는 위성방송에 비해 경쟁에서 약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흥규 & 윤용필(2009)은 디지털 케이블 TV와 IPTV간 서비스와 요

금 수준이 차별성을 띠지 않고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이처럼 대체성이 높은 환경 하에서 기존 미디어의 이용자들은 

IPTV로 굳이 전환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기능 및 비용

의 측면에서 단순 대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전환의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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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발간하는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에

서 미디어 간 보완성을 추정하는 기준으로 동시 가입자 수를 활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방송통신위원회(2013_a) 조사 결과를 보면 IPTV와 

위성방송 간 보완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IPTV만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가구가 총 가구 대비 17.7%이고 위성방송만을 단독으로 이용

하는 가구가 총 가구 대비 5.5%인데, IPTV와 위성방송에 동시 가입한 

가구는 총 가구 대비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IPTV와 위성방

송에 동시 가입한 가구 수가 위성방송만 단독으로 가입한 가구 수의 

40%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아 IPTV와 위성방송은 상호 보완 관계를 형

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IPTV는 디지털 케이블 TV와 높은 대체 관계 하에 있으

며 디지털 케이블 TV가 경쟁 우위에 있는데 이는 사실상 동질적인 서

비스와 요금체계 하에서 기존의 디지털 케이블 TV 이용자들이 IPTV로 

전환하지 않는 현상에서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높은 동시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을 때 IPTV와 위성방송은 현재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

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4. 융합에 따른 미디어 간 대체성 변화

융합(convergence)환경과 전송 기술의 발달은 유료방송 서비스의 다

양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복홍석, 2011). 방송시장에서 융합이란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뜻한다. 

EC(European Commission)가 내린 미디어 융합에 대한 정의에는 두 가

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각기 상이한 성격의 네트워크 플랫

폼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각기 제공한다는 것을 뜻하며, 둘째는 T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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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PC 등 기기들의 재결합을 뜻한다(이근용, 2002). MIT 미디어랩의 

설립자인 Negroponte(1995) 는 미디어 융합의 진행 과정을 이전에 각

자 고유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컴퓨팅과 방송, 출판의 영역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이들이 결국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이렇듯 미디어 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전체적인 미디어 시장에

도 융합에 따른 변동이 예고되었는데, 미디어의 융합이 미디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견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주제였다. 융합이 

미디어 시장에 불러오는 변화에 대해 이수영(2004)은 무엇보다 수용자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는 수용자들은 융합을 

통해 기존의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비로소 새로운 양방향 커뮤니

케이션을 필두로 상호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융합 매체가 

가지는 기존 매체와의 가장 큰 차별적 속성은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과 실재감(presence)을 수용자에게 제공한다는 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미디어 수용자는 미디어의 이용에 있어서 기존과 비교했을 때 보다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Greenstein & Khanna(1997)는 미디어 간 관계에 따라 융합을 대체 

융합과 보완 융합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대체 융합은 미디어 간 차

별성이 사라지고 특정 미디어가 경쟁 미디어와 유사해질 때 발생하는

데, 수용자 집단은 해당 미디어들을 대체재로 간주하게 된다. 보완 융

합은 미디어들 간 전략적 협력 체계 하에서 생겨나며 기능적 분할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미디어 간 융합의 대표적인 예로 방송 시장에서는 VoD와 

IPTV를 꼽는다. 현재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에 속한 모든 미디어들은 

VoD 서비스를 제공한다. IPTV 역시 초기에는 VoD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만 2008년 실시간 방송 서비스의 시작으로 기존 유료방송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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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진입했다. 이처럼 융합은 시장의 경쟁 구

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융합과 시장 경쟁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모두 융합이 미디어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Chan-Olmsted & Kang(2003)은 새로운 융합 미디어가 등장하게 되면 

미디어 수용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미디어들 간 경쟁은 심

화된다고 하며 이러한 경쟁의 강도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하

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창희 & 김미경(2005)역시 미디어 융합에 따

라 새로운 융합 서비스의 등장으로 채널 경쟁이 기존보다 심해지고 새

로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일어나면서 미디어 산업 자체의 경

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김진영(2004)은 융합 현상은 다매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는데, 수용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이

러한 수용자들의 미디어 채택을 둘러싸고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간 

경쟁이 가속화되었다고 했다. 그는 시간적 대체 관점에 근거하여 수용

자들이 미디어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경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정재민 외(2005)는 융합에 따른 뉴미디어의 등장은 미디어 시

장 전체의 규모가 크게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의 경쟁을 치열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용자들이 시간과 예산의 제약 하에서 자신

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광고주와 소비자를 

두고 벌이는 미디어들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

다.

융합 현상은 미디어 간 경쟁 심화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미디어 

간 대체성 변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미디어 대체성과 경쟁을 다

룬 연구들은 대체성의 강화가 개별 미디어 간 기능적 차별성을 제거하

여 수용자들에게 유사한 상품이라는 인식을 주고 이러한 대체재라는 

인식 때문에 미디어 간 경쟁이 심화된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

펴보면 융합에 따른 미디어 대체성 변동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대체로 



- 33 -

융합 현상이 진행될수록 미디어 간 대체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김희수 외(2004)는 융합 혹은 컨버전스의 특징으로 개별 서비스나 제

품들 간 기능적 유사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성이 증가하여 서로 경합

성을 띠게 되고 여러 서비스나 제품이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권남훈(2006)은 디지털 융합이 불러오는 가장 중요

한 현상이 바로 미디어 상품 간 수요의 대체성 증가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미디어 상품 간 대체성의 증가 추세 속에서 SSNIP 테스트와 같

은 시장획정 도구를 적용하는 것은 경직된 접근이며 오류의 소지가 있

다고 비판하였는데, 미디어 간 융합 현상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데 

반해 기존의 시장획정 도구는 불연속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2009_b)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융합 현상이 가

속화될수록 미디어 상품 간 수요대체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마찬가

지로 김희수(2009)역시 융합 환경 하에서는 이전에 전혀 관련이 없던 

플랫폼들 간에 대체성이 증가한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요

약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융합에 따른 미디어 간 대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

연구자 융합에 따른 미디어 대체성 변화

김희수 외 (2004)
미디어 간 기능적 유사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성 증가

권남훈 (2006) 미디어 간 수요 대체성 증가

김희수 (2009) 기존에 관련 없던 플랫폼들 간 대체성 증가

방송통신위원회 (2009_b) 미디어 간 수요 대체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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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디어 간 대체성 변화의 영향

1. 디지털 유료방송의 성과 요인

시장의 성과는 시장 내 모든 기업과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

를 뜻하며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자원 활용의 효율성, 수익 분배, 고

용의 안정적 창출 및 동등고용보장, 다양성의 창출 등이 해당한다(이치

형 & 이봉규. 2011).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성과를 연구한 연구자들

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입자 수를 공통적인 성과 요인으로 꼽았다. 

주정민(2010)은 IPTV의 성과 요인으로 가입자 수와 만족도를 꼽았는데, 

IPTV의 가입자 수는 양적인 시장성과 요인이고 이용자들이 느끼는 만

족감은 질적인 성과 요인이라고 하였다. 박종진(2011) 역시 IPTV의 성

과요인을 가입자 수를 들었다. 이영미 & 정용찬(2009)은 케이블 TV 

SO의 성과 요인으로 크게 경영성과 요인과 복지성과 요인을 들었다. 

그들은 경영성과 요인은 가입자, 매출, ARPU, 재무안정성, 수익성, 성

장성을 꼽았다. 복지 성과로는 채널 수와 지역 채널 제작비, 순환편성

비율을 꼽았다. 이상식(2002) 역시 케이블 TV SO의 성과를 분석하며 

성과 요소로 가입자 수와 재무 실적을 들었다. 이치형 & 이봉규(2011)

는 유료방송의 성과에 대해 시장 내 모든 사업주와 수용자가 행동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정의 내렸는데, 성과지표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들

었다. 그들은 이 연구를 통해 시장행위가 시장성과지표인 가입자 수의 

변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자 

별 디지털 유료방송 성과 요인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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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자별 디지털 유료방송의 성과 요인

연구자 연구 대상 성과 요인

주정민 (2010) IPTV
가입자 수(양적 요인)

이용자들의 만족감(질적 요인)

박종진 (2011) IPTV 가입자 수

이치형 & 이봉규

(2011)
해외 유료방송 가입자 수

이영미 & 정용찬

(2009)
케이블 TV SO

경영성과 요인(가입자 수, 매출,

ARPU, 재무안전성, 수익성, 성장성)

복지성과 요인(채널 수, 지역 채널 

제작비, 순환편성비율)

이상식 (2002) 케이블 TV SO 가입자 수, 재무 실적

이렇듯 디지털 유료방송의 성과 척도로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 가능

하나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을 포함한 미디어 시장의 지배력 판단이나 

규제의 기준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척도는 해당 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수와 더불어 해당 미디어 시장에서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획정에 있어서 두 

미디어의 복수 가입자 비율을 토대로 미디어 간 대체성과 보완성 존재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2). 또한 사회적 수준의 대체 연구에서도 역시 미디어 시장 내의 거

시적인 대체 현상을 미디어를 이용하는 수용자, 즉 가입자들의 변동을 

지표로 삼아 미디어의 대체와 보완 관계를 파악한다. 

이처럼 여타 요인들을 제외하고 가입자 수를 디지털 유료방송의 성

과 요인으로 삼는 이유는 디지털 유료방송의 수익 구조상 가입자들의 

수신료에 대부분 의존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전체 매출에서도 수

신료 수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방송위원회, 2006).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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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2013_a)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

을 통해 올린 매출액은 약 3조 6,585원인데 이 중 가입자매출액이 약 

2조 2,377억 원을 차지하여 전체 매출액 중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박정우(2012)의 연구에 따르면 가입자 규모는 종합

유선방송사업자(SO)의 수익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밝혀졌

다. 이처럼 가입자 수의 변동은 디지털 유료방송의 매출 및 수익과 밀

접한 상관관계 하에 있으며 수익 구조상 가입자매출액에 의존하는 형

태를 띠기 때문에 가입자의 변동을 포착하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시행

한 바와 같이 시장 내 미디어들의 성과 변동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체성 변화에 따른 영향

그렇다면 미디어 간 대체성 변동은 디지털 유료방송의 성과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 융합에 따라 

미디어 간 대체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체성의 증가가 시장

의 성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미디

어의 대체성이 증가하면 미디어 시장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강재원 & 이상우(2006_a)는 IPTV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융합에 따

라 기존의 디지털 유료방송 미디어들과 IPTV 간 대체성이 증가하면 

기존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전체적인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Noam(2003)은 미디

어 간 대체성이 증가하면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결국 수익률 위기

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경쟁 심화 때문에 산업의 

비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지적했다. 방송위원회(2007)는 미디어 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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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 시장으로 통합되거나 혹은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시장의 집중도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고 각 미

디어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윤충한 외(2006)는 위성방

송의 미디어 시장 진입을 다룬 연구를 통해 미디어 간 대체성이 높은 

경쟁적 환경 하에서보다 비경쟁적인 환경에서 위성방송의 가입자 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였다. 허나 이들의 연구는 전체 디지털 유료방송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성방송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적인 가입자 시장의 증감을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시장의 총 매출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총 가입자 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리라는 유추가 가능할 뿐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디어 간 대체성이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성과 변화를 개념적으로 예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윤충한 외(2006)의 연구를 제외하고 미디어 대체성과 시장의 

성과 간 상관관계를 국내의 사례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처럼 미디어 간 대체성의 변동과 미디어 시장의 성과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대체성이 증가하는 현상과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

는 현상이 맞물려 있음에 기인하여 시장 내 경쟁 심화가 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

적 분석의 어려움 때문에 개념적으로나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

한 연구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선행 연구들을 요

약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 38 -

<표 7> 연구자별 미디어 대체성 증가가 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미디어 대체성 증가에 따른 미디어 시장의 성과 변화

Noam (2003) 산업 비효율성 증대. 수익률 감소.

강재원 & 이상우

(2006_a)
기존 시장 잠식. 시장 총 매출액 감소.

방송위원회 (2007) 개별 미디어의 시장지배력 약화.

윤충한 외 (2006) 뉴미디어 가입자 증가에 부정적 영향 (위성방송)

이렇듯 기존 연구들을 결과를 보면 미디어 간 대체성의 증가는 미디

어 시장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

의 총 매출이나 수익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특히 시장에 갓 진

입한 뉴미디어의 입장에서는 가입자 증가에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케이블 TV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뉴미디어

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 기존 미디어들이 뉴미디어와 가격 및 기능적 

차별화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유사한 서비스로 가려는 경향은 기존 미

디어들이 수용자들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존 전략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현황과 미

디어 대체성, 융합 환경과 미디어 시장의 성과에 대해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현재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가 

강력한 대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디지털 케이블 TV가 IPTV보다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IPTV와 위성방송은 보완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

둘째, 방송통신 융합이 진행될수록 기존에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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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들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상호 대체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셋째, 디지털 유료방송 미디어의 수익 구조는 가입자의 수신료에 절

대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를 띠며 이러한 이유로 가입자 수가 미디어 시

장의 성과 요인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넷째, 미디어 간 대체성이 증가하면 개별 미디어의 시장지배력이 약

화되고 시장의 총 매출액과 수익이 감소한다. 또한 기존 미디어와 뉴

미디어 간 대체성이 증가하면 뉴미디어는 가입자 확대에 악영향을 받

고 기존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특히 마지막 결론에 따르면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 관계에서 대

체성의 증가는 뉴미디어의 가입자 확보와 시장의 총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세 번째 결론에 따르면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총 매

출은 가입자의 수신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바, 가입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또한 두 번째 결론에 따

르면 융합이 진행될수록 미디어 간 상호 대체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융합이 현재진행형인 현 시점의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 미디

어 간 상호 대체성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대체성의 증가는 

IPTV의 가입자 확보와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총 가입자 수에 악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허나 기존 미디어의 입장에서 보자면 IPTV와 경쟁 관계에 있는 디지

털 케이블 TV는 미디어 간 대체성의 증가가 오히려 IPTV로의 기존 가

입자 유입을 억제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결론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국내 디지털 케이블 TV는 높은 비용 및 기

능적 측면의 대체성을 무기로 IPTV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

다. 디지털 케이블 TV의 수용자들은 전환에 따른 금전적, 비금전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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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이유로 IPTV로의 대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체성이 커

질수록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의 경쟁에서 디지털 케이블 TV의 가

입자 확보에 유리한 상황과 전체적인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잠재 가

입자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어 가입자 수에 대한 정의 

관계와 부의 관계가 혼재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미디어 별 가입자 수는 어떠한 변동을 보일 것

이냐는 질문에 기존 연구 결과의 종합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 윤충한 외(2006)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 설문에 근거한 가입자 

수의 변동 예측은 고정된 시점에서의 정과 부의 관계만을 나타내기 때

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체 미디어 가입자 변동의 동태적 파악이 

불가능하다. 정과 부의 단선적인 선형적 관계의 포착이 아닌 비선형적 

관계의 포착, 즉 정과 부의 상관관계를 동시에 포착하려는 접근이 필

요하다. 

 

미디어 전체 가입자 수의 동태적 변동에 대한 관찰은 전통적으로 확

산 함수에 의존해 왔다. Bass(1969)가 고안한 초기의 확산 함수는 한 

가지 미디어의 가입자 변동만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

만 변형을 거듭하여 여러 미디어 간 대체 가입자의 변동까지 추정 가

능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경쟁 확산 함수를 활용한 시뮬레이

션을 통해 시스템 변수의 변화에 따른 가입자의 동태적 변동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경쟁 확산 함수를 토대로 연구 문제를 

풀어 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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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방법

첫째,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융합 환경 하에서는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간 기능적 유사도가 높아져 신구 미디어 간 대체성이 증

가함에 따라 미디어 시장의 총 매출과 수익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 하였다. 또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매출이 대부분 가입자들의 

수신료에 바탕을 둔 상황에서 가입자 수는 매출액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 간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 영역에

서는 어떠한 변동이 나타날 것인가?

둘째, 대체 관계에 있는 신구 미디어 간 대체성의 증가는 가입자 확

보에 있어 뉴미디어에게 불리하고 기존 미디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뉴미디어인 IPTV는 기존 미디어인 디지털 케이블 TV

와의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 감소를 보일 것인가? 기존 미디

어인 디지털 케이블 TV는 단기적인 가입자 확보의 유리함과 장기적인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 감소 추세 속에서 어떠한 가입자 변동을 

보일 것인가? 또한 이러한 가입자 변동은 제3자인 위성방송의 가입자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1: 융합 환경 하에서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간 기능적 유

사도가 높아져 대체성이 증가하면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의 총 가입자 수는 어떠한 변동을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2: 융합 환경 하에서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간 기능적 유

사도가 높아져 대체성이 증가하면 IPTV의 가입자 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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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변동을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3: 융합 환경 하에서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간 기능적 유

사도가 높아져 대체성이 증가하면 디지털 케이블 TV의 

가입자 수는 어떠한 변동을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4: 융합 환경 하에서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간 기능적 유

사도가 높아져 대체성이 증가하면 위성방송의 가입자 수

는 어떠한 변동을 보일 것인가?

이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쟁 확산 함수를 통한 시

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경쟁 확

산 함수는 시간에 따른 가입자의 동태적 변동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사회적 수준의 미디어 대체 연구 방법론으로 미디어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수용자 변동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경쟁 확산 함수는 경쟁 확산 효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계수로 구성된 

시계열 모형으로 연립 상미분방정식의 형태를 띤다. 계수의 구성은 개

별 모형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성장 효과와 대

체 효과를 구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쟁 확산 함수를 통한 시뮬레

이션이라 함은 계수들을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설정한 뒤 조작을 가

하여 시간에 따른 가입자의 동태적 변동을 관찰하는 것을 뜻한다. 시

뮬레이션의 과정은 크게 초기 모형 구축과 변수 조절을 통한 시뮬레이

션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쟁 확산 함수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우선 초기 

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초기 모형은 특정 미디어와 경쟁 미디어의 

가입자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계수들의 추정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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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를 추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일반최소자승법(OLS), 최우도추

정법(MLE), 그리고 비선형최소자승법(NLS)이 있는데 일반최소자승법은 

추정 절차가 가장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 있고 계수의 표준오차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이홍

재 외, 2000).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최우도추정법과 비선형

최소자승법을 사용할 수 있다. 허나 최우도추정법은 계수의 표준오차

를 과소평가하여 추정치의 통계적 신뢰도 추정에 대한 오류를 범할 가

능성을 갖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하태정, 2001). 이에 대부분의 연구에

서는 비선형최소자승법을 통해 경쟁 확산 모형의 계수를 추정해왔다. 

경쟁 확산 모형은 비선형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데 비선형최소자승법이 

비선형 구조에 가장 최적화된 계수 추정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각 계수들의 값을 추정한 뒤 각 계수들을 일정한 비율로 조절

하여 어떠한 변동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최창현(1993)과 우윤석(2011)은 

각 계수를 비율에 따라 증가시키지 않고 일정한 수를 더하는 식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계수는 실증 

자료의 추정을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연구자가 지정한 것이

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초기 모형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

영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우윤석(2011)은 수요에 대한 실증적 자

료의 미비 때문에 초기 모형 구축이 불가한 관계로 계수를 임의의 수

로 조작하였고 이 때문에 상호작용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했다는 점을 한계로 밝혔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가입자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모형을 구축하고 계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미디

어 간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하며 따라서 각 계수들에 일정한 

값을 더하기보다 일정한 비율에 따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

다 정확한 관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가입자 동태성 관찰에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방법은 Runge-Kutta 4th 

order method이다. Runge-Kutta 4th order method는 미분방정식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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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값을 토대로 하여 수치해석적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비선형 구조를 

가진 함수의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동을 추적하는 데 활용된다. 

이 때 변동은 수렴, 진동, 발산 등 다양한 형태로 관찰된다. 

정리하자면 경쟁 확산 함수의 계수 추정을 통해 각 미디어별 초기 

모형을 구축하고 이후 각 미디어의 계수를 일정한 비율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가입자 변동의 동태성을 관찰할 수 있다.

제2절 연구 모형

1. Lotka-Volterra 모형

Lotka(1925)에 의해 처음 제안된 Lotka-Volterra 모형은 한 생태계 안

에서 상호작용하는 여러 개체군들의 확산을 설명하는 수리생태학 모형

으로 출발하였다(Epstein, 1997). 초기의 모형은 생태계 안에서 경쟁하

는 두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을 모델링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후에 

여러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을 모델링할 수 있는 Generalized 

Lotka-Volterra 모형으로 확장되었고 이를 통해 다 개체군의 경쟁 확산

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졌다.

Lotka-Volterra 모형은 대표적으로 행정학의 조직이론 중 조직군 생

태학 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에서 인구 변동 시뮬레이션을 위

해 널리 사용되는 모형이다(최창현, 1993). 조직군 생태학은 70년대 

Hannan과 Freeman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조직군이 단순 구성원들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주체로서 움직인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분석 수

준을 조직이 아닌 조직군으로 격상시켰는데 이러한 접근은 훗날 

Senge의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이론 정립에도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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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섭, 1991). Lotka-Volterra 모형을 활용한 조직군 생태학 시뮬레이

션에서는 시스템 변수의 조절을 통한 특정 조직 내 조직원의 수와 공

공 서비스 이용자 수의 시간에 따른 동태적 변동이 주로 관찰 대상이 

되어 왔다. 이후 특정 서비스의 가입자에 대한 동태적 파악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부각된 후 최근까지 계량 마케팅이나 금융, 산업공학 분

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되어 왔다. Lotka-Volterra 모형은 로지스틱 분포

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포화점(Saturation point)의 존재와 더불

어 확산의 S자 곡선(S-Curve) 형태를 반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Norton & Bass 모형과 같은 여타 경쟁 확산 함수와 마찬가지로 

Lotka-Volterra 모형 역시 총 가입자 변동 자료만 가지고도 대체 수요

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 의 세 개체군이 상호작용

하는 Lotka-Volterra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초기 식에서는 계수가 , , ,  이지만 이는 식의 변형을 통해 

, , , 로 치환 가능하다. 는 개체 수가 외부 효과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은 임계 환경수용능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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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와 는 상호 대체에 따른 증감 효과를 나타낸다(최창현, 

1993). 마지막으로 , ,  는 각 개체군의 개체수를 나타낸다. 미디어 

가입자의 증감을 다룬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대체 계수를 타 서비스와

의 수요 대체 효과에 따른 가입자 증가, 성장 계수를 순수 신규 가입

자 증가로 해석하여 활용한다(Chang et al, 2014; 우윤석, 2011).

Lotka-Volterra 모형은 미분방정식의 형태를 띠므로 시간에 대해 연

속적이다. 하지만 정작 모형 추정을 위한 자료들은 이산적 형태를 띤

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eslie(1957)는 기존

의 Lotka-Volterra 모형을 차분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는 Discrete 

Lotka-Volterra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세 개체군 모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미분방정식과 차분방정식 간 계수의 관계는 아래 식과 같다. 

  ln,  

ln
,  

ln
,  

ln

따라서 차분방정식을 통해 계수를 추정한 후 이를 미분방정식의 형

태로 바꿔서 , , , 을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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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ka-Volterra 모형에서 대체 수요의 변동 방향은 경쟁항의 계수인 

와 의 부호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ln
의 부호는 언

제나 양수이기 때문에 와의 부호는 항상 같고 마찬가지로 와 의 

부호도 항상 같음을 알 수 있다. Lotka-Volterra 모형은 경쟁 유형을 

상해공생, 피식자-포식자, 상리공생, 편리공생, 편해공생, 중립의 총 6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각 경쟁 유형을 정리하면 <표 8> 과 같다.

<표 8>  경쟁항의 부호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경쟁 관계 (Modis, 1999 

재구성)

경쟁항의 

부호
경쟁유형 경쟁관계

+ +

상해공생

(Pure

Competition)

두 집단 모두가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관

계.

+ -
피식자-포식자

(Predator-prey)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일방적으로 먹이로 

삼는 관계.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성장을 

방해하지만 자신은 이를 통하여 성장함.

- -
상리공생

(Mutualism)

두 집단 모두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보완적 관계

- 0
편리공생

(Commensalism)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만 자신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관계

+ 0
편해공생

(Amensalism)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성장을 방해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관계

0 0
중립

(Neutralism)

집단들 간 아무런 상호 작용이나 경쟁관계

가 존재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성장하

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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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Lotka-Volterra 모형은 여타 경쟁 확산 모형과 더불어 미디어 대체 

연구에 활용된다. 대표적인 연구로 Watanabe et al.(2003)은 

Lotka-Volterra 모형을 활용하여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 간 미디어 

대체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이를 통해 일본 정부에 최적의 미디

어 대체 시나리오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미디어 대체 연구에 Lotka-Volterra 모형이 활용된 또 하나의 예로 

Chang et al.(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국내 통신 시장에서 

경쟁하는 세 통신사에서 발생하는 대체 수요에 따른 가입자 변동을 

Lotka-Volterra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여 국내 통신 시장의 가입전환

효과(churn effect)를 규명하였다. 기존의 대체 가입자 추정에 쓰이던 

Extended Bass 모형과 비교했을 때 추정의 정확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Lotka-Volterra 모형은 한 생태계 내에서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개

체군들을 모델링할 수 있고 성장 및 대체에 관련된 시스템 변수의 조

작을 통해 개체군을 이루고 있는 개체 수의 증감과 상호 경쟁 및 대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디어 연구 외에도 경영학, 행

정학, 정책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주요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사

용되고 있다.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는 이창신(1989)의 정부조직 인력 간 경쟁

관계 연구, 최창현(1993)의 국내 대기업 성장 시뮬레이션, 김문수 & 이

성주(2010)의 국내 신성장 동력 기술 간 동태적 경쟁관계 분석, 우윤석

(2011)의 개인 운수업 간 경쟁관계 연구에 분석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

들은 모두 시스템 변수들을 조작 변수로 설정한 후 시스템 변수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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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라 조직의 인력 수나 대기업의 수, 개인 운수업자의 수가 어떻

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시스템 변수

와 종속 변수 간 상관관계를 밝혀내었고 이를 통해 어떠한 시스템 변

수를 어떤 방향으로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Lotka-Volterra 모형을 통한 사회과학 시뮬레이션 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Watanabe et al. 

(2003)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 간 미디어 대체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시뮬레이션 수행

Chang et al. (2014)
국내 통신 3사 간 경쟁에 따른 통신미디어 가입자 

대체 현상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찰

이창신 (1989)
시스템 변수 관찰을 통한 시 정부조직 인력 간 

경쟁 관계 도출

최창현 (1993)
시스템 변수 조절을 통한 국내 대기업 성장 

시뮬레이션

김문수 & 이성주

(2010)

국내 17개 신성장 동력 기술 확산에 따른 기술 간 

경쟁관계의 동태성 분석

우윤석 (2011)
시스템 변수 조절을 통한 국내 개인 운수업 성장 

및 경쟁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독립 변수의 변화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

에 따라 동태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여타 방법

론이 갖지 못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사회 실험이라는 방

법론상의 한계점을 지닌다. 즉, 현실과 유사한 시스템 하에서 구성요소

들 간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현실을 완벽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방법론으로 각

광받는 이유는 방법론 자체의 제약과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의 제약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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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역으로 시뮬레이션은 기존의 방법론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

들을 관찰 가능하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시뮬레이션 기법은 전통적으

로 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Cohen et 

al.(1972)의 쓰레기통 모형 역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립된 이론이다. 시뮬레이션 기법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미디어 분야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

스를 통한 정책 시뮬레이션에 활용된 바 있다(정영호, 2013). 

제3절 초기 모형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

Lotka-Volterra 모형을 통한 초기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각 미디어 

별 누적 가입자 변동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 유료

방송 시장의 세 미디어인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분기

별 가입자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초기 모형을 구축하였다.

IPTV의 분기별 가입자 자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IR 

정보에서 참고하였다. 디지털 케이블 TV의 분기별 가입자 자료는 한국

케이블방송협회 (www.kcta.or.kr)의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수 자료

에서 참고하였다. 위성방송의 분기별 가입자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서 참고하였다. 

분석의 기간은 국내에 VoD 서비스가 도입되어 IPTV의 첫 가입자가 

집계된 2006년 3분기를 시작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IPTV의 출현 이

후 새롭게 형성된 디지털 미디어 유료방송의 삼자 공존 관계를 초기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이후 분석 기간은 가장 최근의 가입자 

료가 유효한 2014년 1분기까지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매체 별 각각 30

개씩 총 90개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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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수의 정의

3개체 Lotka-Volterra 모형은 개체 당 , , , 의 총 4개의 계수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형에서 활용 가능한 계수는 , , , , 

, , , , , , , 의 총 12개가 된다. 각 계수는 하나의 변

수가 되고 여기에 가입자 수를 나타내는 종속변수 , , 를 더하면 

변수는 총 15개가 된다. 

우윤석(2011)은 Lotka-Volterra 모형의 시스템 변수들을 각각 이용자 

증감률(), 수요 대체율(), 환경수용능력(), 이용자 수(, )로 구분

하였다. 그의 연구는 두 개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체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가 하나지만 본 연구는 세 개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가 개체 당 두 개다. 

미디어 간 대체성을 나타내는 계수(, )의 절대값이 클수록 대체 

효과에 따른 가입자의 증감 폭이 커지게 된다.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대체 효과에 따른 가입자의 증감 폭은 줄어들게 된다. 대체성 계수가 

0인 상황은 대체 효과에 따른 가입자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

로 각 미디어가 독립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뜻한다(Modis, 1999; 우윤

석, 2011). 

신규 가입자 증가 효과()는 가입자 증감에 있어서 대체 효과를 제

외한 순수 증가분을 가리킨다. 또한 환경수용능력()은 특정 환경 내

부의 가용 자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구나 노동력 또는 소비 수준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뜻한다(Aldrich, 1979; 최창현, 1993). 본 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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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수용능력은 잠재적 가입자의 최대 임계점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에 맞추어 각 변

수들을 정의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Lotka-Volterra 모형의 계수에 따른 변수 정의

변수
모형의 

계수
변수 설명

미디어 간

대체성 

 IPTV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케이블 TV의 대체 효과

 IPTV 가입자에 대한 위성방송의 대체 효과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에 대한 IPTV의 대체 효과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에 대한 위성방송의 대체 효과

 위성방송 가입자에 대한 IPTV의 대체 효과

 위성방송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케이블 TV의 대체 효과

신규 

가입자

증가 효과 

 IPTV의 순수 신규 가입자 증가 효과

 디지털 케이블 TV의 순수 신규 가입자 증가 효과

 위성방송의 순수 신규 가입자 증가 효과

환경수용

능력

 IPTV의 환경수용능력

 디지털 케이블 TV의 환경수용능력

 위성방송의 환경수용능력

가입자 수

 IPTV 가입자 수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수

 위성방송 가입자 수

본 연구는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 변화에 따른 총 가

입자 수 및 미디어 별 가입자 수의 변동을 관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 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대체성 변수 및 신규 

가입자 증가 효과 변수, 환경수용능력 변수는 통제 변수로 설정한다. 

총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수인 ()와 IPTV 가입자 수인 , 디

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수인 , 위성방송 가입자 수인 는 종속 변수

로 설정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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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

모형의 계수

독립변수 , 

통제변수 , , , , , , , , , 

종속변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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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초기 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결과

제1절 초기 모형 구축

초기 모형 구축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1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

여 비선형최소자승법인 Marquardt – Levenberg Algorithm을 통해 

Discrete Lotka-Volterra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Discrete Lotka-Volterra 모형의 계수 추정 결과

계수
IPTV()

(  )

DCATV()

(  )

위성방송()

(  )


추정값

(표준오차)

1.124

(0.216)

1.066

(0.073)

1.126

(0.116)


추정값

(표준오차)

1.624E-09

(2.996E-08)

1.218E-07

(1.347E-08)

5.888E-08

(6.103E-08)


추정값

(표준오차)

1.062E-08

(3.832E-08)

-3.746E-08

(1.340E-08)

-5.067E-09

(1.706E-08)


추정값

(표준오차)

-4.715E-09

(1.086E-07)

-9.778E-08

(3.113E-08)

-1.736E-08

(9.530E-09)

모

형

적

합

도

 0.9981 0.9996 0.9969

 9312.18 67730.9 36647.0

 8.8860% 2.1634% 1.0452%

(p<0.1, p<0.05, p<0.01)

정리한 바와 같이 0.99이상의 높은 값을 기록했다. 값 역시 

모두 10% 안팎을 기록했는데, 일반적으로 값이 10%이내일 때 

모형의 추정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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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추정된 계수를 토대로 각 

미디어 별 가입자 수 관측치와 Lotka-Volterra 모형을 통한 초기 모형

의 가입자 수 추정치를 그래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그림 1> IPTV 가입자 관측치와 추정치 비교

<그림 2>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관측치와 추정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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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위성방송 가입자 관측치와 추정치 비교

위 그래프들에서 볼 수 있듯 Lotka-Volterra 모형을 통해 도출한 미

디어 가입자 추정치가 관측치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은 추

정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추정된 차분방정식을 시뮬레이션을 위해 미

분방정식의 형태로 치환하여 계수들을 도출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미분방정식 Lotka-Volterra 모형의 계수 추정 결과

계수
IPTV()

(  )

DCATV()

(  )

위성방송()

(  )

 0.117 0.064 0.118

 1.548E-09 1.180E-07 5.547E-08

 1.002E-08 -3.628E-08 -4.773E-09

 -4.446E-09 -9.470E-08 -1.635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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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미분방정식 형태의 Lotka-Volterra 모형에서 계수인 , , 

, 를 분리하면 <표 14>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 14> Lotka-Volterra 모형의 계수 추정 결과

계수
IPTV()

(  )

DCATV()

(  )

위성방송()

(  )

 0.117 0.064 0.118

 75268020 540326 2132771

 6.470 -0.308 -0.086

 -2.871 -0.803 -0.295

추정된 계수들 중 경쟁 관계를 나타내는 와 를 통해서 세 미디어 

간 대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8>을 참조하여 해석하면 초기 모

형에서 나타난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의 관계는 대체 관계이며 디

지털 케이블 TV가 경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PTV와 

위성방송 및 디지털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은 보완 관계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분석한 디지털 유료방송 미

디어 간 대체 및 보완 관계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초기 모형은 현

실의 미디어 간 관계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MATLAB R2014a를 사용하여 Runge - 

Kutta 4th order method를 통해 Lotka-Volterra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시뮬레이션 기간은 2014년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

지 총 11년으로 설정하였으며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 계

수를 1%부터 10%까지 1%단위로 증가시켜 대체성 증가에 따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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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동을 관찰하였다. 대체성 계수 조절 후 초기 모형에 비해 가입자 

변동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내는지를 시간에 따라 관찰하였다. 

첫째,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 증가에 따른 총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의 시간에 따른 동태적 변동을 관찰하였다. IPTV와 디

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이 증가할수록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총 

가입자 수는 초기 모형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시간에 따

라 완만한 S자 형의 곡선을 그리며 감소했다. 비록 초기에는 가입자 

수가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지만 이러한 증가세는 초기 모

형 대비 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1년이 채 되지 않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5>와 같으며 이를 각 년도 1분기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상호 대체성 증가에 따른 총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변동 분석 결과

,

증가율

총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수 변동률(%) (초기모형 기준)

2015

1Q

2016

1Q

2017

1Q

2018

1Q

2019

1Q

2020

1Q

2021

1Q

2022

1Q

2023

1Q

2024

1Q

1% -0.05 -0.28 -0.53 -0.76 -0.94 -1.07 -1.14 -1.18 -1.24 -1.25

2% -0.09 -0.56 -1.07 -1.52 -1.88 -2.09 -2.26 -2.35 -2.44 -2.48

3% -0.13 -0.84 -1.60 -2.25 -2.80 -3.10 -3.37 -3.53 -3.61 -3.68

4% -0.17 -1.13 -2.14 -2.98 -3.70 -4.11 -4.44 -4.66 -4.78 -4.86

5% -0.21 -1.41 -2.67 -3.71 -4.58 -5.12 -5.49 -5.78 -5.92 -6.01

6% -0.25 -1.69 -3.18 -4.43 -5.46 -6.07 -6.53 -6.85 -7.00 -7.14

7% -0.30 -1.97 -3.69 -5.14 -6.31 -7.05 -7.56 -7.92 -8.12 -8.25

8% -0.34 -2.25 -4.20 -5.85 -7.16 -8.00 -8.57 -8.98 -9.20 -9.34

9% -0.39 -2.53 -4.71 -6.55 -8.00 -8.93 -9.56 -10.02 -10.26 -10.41

10% -0.44 -2.82 -5.20 -7.25 -8.81 -9.85 -10.54 -11.00 -11.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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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 증가에 따른 총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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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 증가에 따른 IPTV 가입

자의 시간에 따른 동태적 변동을 관찰하였다.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이 증가할수록 IPTV의 가입자 수는 초기 모형에 비해 꾸

준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입자 감소폭은 초기 

3년간 전체 11년 간 감소폭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컸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만한 감소 추세로 바뀌는 경향을 보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6>과 같으며 이를 각 년도 1분기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상호 대체성 증가에 따른 IPTV 

가입자 변동 분석 결과

,

증가율

IPTV 가입자 수 변동률(%) (초기모형 기준)

2015

1Q

2016

1Q

2017

1Q

2018

1Q

2019

1Q

2020

1Q

2021

1Q

2022

1Q

2023

1Q

2024

1Q

1% -0.35 -0.71 -1.03 -1.29 -1.47 -1.60 -1.68 -1.73 -1.77 -1.79

2% -0.69 -1.43 -2.06 -2.56 -2.92 -3.16 -3.33 -3.42 -3.50 -3.53

3% -1.04 -2.13 -3.08 -3.81 -4.35 -4.69 -4.94 -5.09 -5.18 -5.25

4% -1.39 -2.84 -4.09 -5.04 -5.75 -6.20 -6.52 -6.72 -6.84 -6.92

5% -1.73 -3.54 -5.08 -6.26 -7.12 -7.69 -8.06 -8.31 -8.46 -8.55

6% -2.08 -4.24 -6.07 -7.46 -8.47 -9.13 -9.58 -9.87 -10.04 -10.15

7% -2.43 -4.93 -7.04 -8.65 -9.80 -10.56 -11.07 -11.39 -11.59 -11.72

8% -2.77 -5.63 -8.01 -9.81 -11.11 -11.97 -12.52 -12.89 -13.11 -13.25

9% -3.12 -6.31 -8.96 -10.97 -12.4 -13.34 -13.95 -14.36 -14.6 -14.75

10% -3.47 -7.00 -9.90 -12.11 -13.66 -14.69 -15.36 -15.78 -16.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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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 증가에 따른 IPTV 

가입자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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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 증가에 따른 디지털 케이

블 TV 가입자의 시간에 따른 동태적 변동을 관찰하였다. 디지털 케이

블 TV의 가입자 수는 대체성 증가에 따라 초기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곧바로 감소세로 돌아서 초기 모형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케이블 TV는 첫 3년여 기간 동안 초기 모형에 비해 가입자 수의 증가

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가입자는 서서한 감소 추세를 보였고 결국 초

기 모형 대비 가입자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디지털 케이블 TV의 

가입자 감소 비율은 IPTV와 비교했을 때 1/2 미만 수준인 것으로 관찰

되어 IPTV에 비해 비교적 가입자 유치에 대한 타격이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7>과 같으며 이를 각 년도 1분기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상호 대체성 증가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변동 분석 결과

,

증가율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수 변동률(%) (초기모형 기준)

2015

1Q

2016

1Q

2017

1Q

2018

1Q

2019

1Q

2020

1Q

2021

1Q

2022

1Q

2023

1Q

2024

1Q

1% 0.31 0.20 -0.02 -0.24 -0.44 -0.57 -0.62 -0.64 -0.75 -0.74

2% 0.67 0.38 -0.07 -0.52 -0.90 -1.06 -1.25 -1.32 -1.45 -1.47

3% 1.03 0.55 -0.11 -0.70 -1.36 -1.55 -1.89 -2.06 -2.12 -2.21

4% 1.37 0.72 -0.21 -0.94 -1.78 -2.10 -2.45 -2.72 -2.82 -2.90

5% 1.72 0.88 -0.26 -1.19 -2.20 -2.65 -3.02 -3.40 -3.52 -3.59

6% 2.06 1.05 -0.29 -1.44 -2.61 -3.12 -3.62 -4.00 -4.10 -4.30

7% 2.39 1.21 -0.32 -1.70 -3.02 -3.68 -4.21 -4.65 -4.82 -4.97

8% 2.73 1.37 -0.37 -1.96 -3.43 -4.22 -4.79 -5.30 -5.51 -5.65

9% 3.06 1.52 -0.43 -2.23 -3.84 -4.74 -5.36 -5.95 -6.18 -6.32

10% 3.38 1.67 -0.42 -2.52 -4.20 -5.25 -5.97 -6.47 -6.82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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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 증가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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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 증가에 따른 위성방송 가

입자의 시간에 따른 동태적 변동을 관찰하였다.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미미한 가입자 증가세를 보

였지만 약 3년차에 진입한 후 초기 모형보다 가입자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가입자 수 변동률은 디지털 케이블 TV

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8>과 같으며 이를 각 년도 1분기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상호 대체성 증가에 따른 

위성방송 가입자 변동 분석 결과

,

증가율

위성방송 가입자 수 변동률(%) (초기모형 기준)

2015

1Q

2016

1Q

2017

1Q

2018

1Q

2019

1Q

2020

1Q

2021

1Q

2022

1Q

2023

1Q

2024

1Q

1% 0.07 0.02 -0.11 -0.28 -0.42 -0.54 -0.62 -0.69 -0.71 -0.73

2% 0.13 0.05 -0.22 -0.55 -0.84 -1.08 -1.24 -1.35 -1.41 -1.46

3% 0.19 0.07 -0.34 -0.84 -1.25 -1.62 -1.84 -2.00 -2.11 -2.16

4% 0.25 0.10 -0.44 -1.11 -1.66 -2.14 -2.45 -2.64 -2.78 -2.87

5% 0.32 0.12 -0.56 -1.39 -2.08 -2.66 -3.05 -3.28 -3.45 -3.56

6% 0.38 0.14 -0.68 -1.67 -2.49 -3.18 -3.63 -3.92 -4.13 -4.24

7% 0.44 0.15 -0.80 -1.94 -2.89 -3.68 -4.20 -4.53 -4.77 -4.90

8% 0.50 0.17 -0.93 -2.21 -3.30 -4.17 -4.77 -5.14 -5.40 -5.56

9% 0.56 0.18 -1.05 -2.48 -3.70 -4.66 -5.33 -5.74 -6.02 -6.20

10% 0.62 0.19 -1.19 -2.75 -4.10 -5.15 -5.88 -6.35 -6.64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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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 증가에 따른 위성방송 

가입자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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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디어 간 대체성 증가에 따른 가입자 변동의 비

선형성을 포착할 수 있었다. 정과 부의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정의 관

계와 부의 관계가 동시에 나타나는 비선형성을 디지털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다만 가입자 증가와 감소의 주기적 

진동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초기 모형 대비 가입자 감소로 수

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쟁 미디어 간 대체성이 증가하게 되면 개별 미디어들이 시장 지배

력을 상실하게 되고 매출액의 감소와 수익률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가입자 수를 통해서도 관찰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미디어 대체성의 증가가 시장 전체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본 시뮬레이션을 통

해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간 대체성 증가가 뉴미디어의 가입자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IPTV라는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해 증명함

으로써 위성방송뿐만 아니라 IPTV에도 기존의 연구 결과가 통용 가능

하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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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융합 환경 하에서 진행되는 신구 미디어 간 대체성의 

증가가 미디어 가입자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태적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Lotka-Volterra 모형을 활용하여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의 미디어 별 가입자 확산 함수를 추정하였다. 미디어 별 각 30개의 

가입자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총 90개의 가입자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

여 초기 모형을 구축하였고, IPTV와 디지털케이블 TV간 대체성이 증

가하는 시나리오를 위해 대체성 계수를 일정 비율로 증가시켜 향후 10

년 동안 시간에 따른 IPTV, 디지털 케이블 TV, 위성방송 가입자 및 디

지털 유료방송의 총 가입자 변동을 관찰하였다. 

                                                                

분석 결과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미디어 대체성이 높아짐에 

따라 IPTV의 가입자 수는 초기 모형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케이블 TV의 가입자 수는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3년차에 접어들며 초기 모형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위성방송의 

가입자 수 역시 디지털 케이블 TV와 유사한 변동을 보였는데, 초기에

는 증가하다가 3년차에 접어들며 초기 모형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였

다. 디지털 유료방송의 총 가입자 수는 초기 모형보다 감소하는 경향

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유료방송의 총 가입자 수는 초기 1년 이내에 미세한 증가폭

을 기록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가입자의 감소폭은 

로지스틱 곡선의 형태로 초기 약 5년까지는 급격한 가입자 감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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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이후에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대체성 증가율이 높아질

수록 가입자의 변동폭은 더 높아졌고, 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별 

미디어들의 가입자 변동을 관찰할 때에도 이러한 경향이 동일하게 나

타났다.

IPTV의 가입자 수 역시 로지스틱 곡선에 따른 지속적 감소세를 보였

지만 디지털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경우 선형적인 정과 부의 고정

된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초기와 후기에 각각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

다. 디지털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가입자 수는 초기 2년간 정의 관

계를 보이다가 이후에 부의 관계로 돌아서는, 정과 부의 관계가 혼재

하는 비선형적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대체성의 증가

율에는 상관없이 약 3년 차를 기점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간 대체성이 증가할수록 뉴미디어의 가입

자 확보에 악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가 IPTV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디지털 케이블 TV에서 관찰된 초기 2년간의 일시적 가입자 증가는 

디지털 케이블 TV가 IPTV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 하에서 

미디어 대체성이 증가하여 IPTV에게 불리하고 디지털 케이블 TV에 유

리한 상황이 조성된 데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흥규 & 윤

용필(2009)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대로 대체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용자

들이 굳이 IPTV를 선택할 유인을 느끼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케이블 TV의 가입자 

수는 위성방송과 더불어 초기 모형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대체성 증가에 따른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총 잠재 가

입자 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3자인 

위성방송 역시 가입자의 변동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PTV와 디지

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위성방송의 가입자 

수 역시 로지스틱 곡선의 형태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초기의 가입자 



- 69 -

증가는 디지털 케이블 TV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이 기간 동안 위

성방송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입자 증가율을 보였다. 이후 진행된 가입

자 감소의 비율은 디지털 케이블 TV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 상

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디지털 유료방송 확산 함수를 구축했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복홍석(2011)은 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

는 방송 산업의 특성상 분석에 있어서 잘 구조화된(well-defined) 모형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초기 확산 모형

의 경우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및 위성

방송 간의 경쟁 확산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였다.

둘째, 융합 환경 하에서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간 대체성이 증가

하면 뉴미디어의 가입자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위

성방송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이 IPTV

라는 뉴미디어가 등장한 작금의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디어 대체성이 

증가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미디어 가입자 영역에도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신구 미디

어 간 대체성과 미디어 시장의 총 가입자 수 사이의 관계는 과거 디지

털 유료방송시장의 수익 구조를 통한 유추만이 가능했지만 확산 함수

를 통해 초기 모형을 구축한 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시간에 따른 총 

가입자 수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융합 환경 하

의 신구 미디어 간 대체성 증가에 따라 디지털 유료방송 개별 미디어

들 및 시장 전체의 가입자 확보 동력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다소 어

두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가입자 감소는 디지털 유료방송의 수

익 구조와 맞물려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며 

특히 뉴미디어인 IPTV가 가입자 확보 동력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가

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IPTV의 시장 진입 후 새롭게 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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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질서 속에서 개별 미디어 및 미디어 시장 전

체에 대한 전망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신구 미디어 대체성 증

가에 따른 미디어 가입자의 변동 양상을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셋째, 시뮬레이션 결과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대체성 증가는 

두 미디어뿐만 아니라 제 3자인 위성방송의 가입자 수에도 비슷한 수

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입자 변동은 디지털 유

료방송 미디어들이 강력한 상호 영향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기존 미디어 정책은 미디어 간 상호연결성(interconnectivity)에 대

한 고려 대신 개별 미디어에 대한 독자적 입법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

여 왔다6). 하지만 차후 미디어 정책 및 입법에 있어서 미디어 간 상호

연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재원 & 이상우(2006_b)는 기존의 미

디어 정책은 미디어들이 기능적으로 상호 차별성을 지니며 각자의 네

트워크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에 기초해 왔지만 융합 

환경 하에서 미디어들 간 기능적 유사성과 상호연결성이 증가한 작금

의 상황에서 이러한 전제들은 더 이상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

적했다. 따라서 미디어 정책은 개별 미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획정된 미디어 시장의 틀 안에서 상호 대체 및 보완 관계에 있

는 미디어 모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6)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유료방송 미디어들에 대한 가입자 상한선에 대한 법 적용이 각기 독립적

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케이블 방송 사업자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시장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없고 IPTV 사업자는 IPTV법의 적용을 

받아 전체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없으며 위성방송의 경우는 시장

점유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개별 미디어에 대한 독립적 법 적용은 미디어 간 상호연결

성이 증대되는 융합 환경 하에서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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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여타 사회적 수

준의 대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가격이나 소득 등 외생 변수를 배제하

고 가입자 수만을 통해 대체성을 추정했다. 확산 함수의 강점은 김정

일 & 전덕빈(2006)이 언급했듯 가입자 시계열 자료만을 통해서 대체 

수요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산 함수의 단순화와 복잡다양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며 모형의 정교화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Makridakis & Hibon(2000)은 다양한 시스템 변수를 고려한 

확산 함수라고 해서 일반적 형태의 확산 함수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

주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

만 보다 다양한 접근을 위하여 기타 외생 변수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시스템 변수를 다양화하여 정교하

게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Noguchi & Takashima(2000)가 제안한 

GDP와 가격 변수를 포함한 확산 함수가 이러한 시도의 좋은 예이다. 

이처럼 기존의 확산 함수에 시스템 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뮬레

이션 분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립 변수 조작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체성 증가율을 반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물론 초기 모형 자체를 임의로 설정하여 독

립 변수를 정수 단위로 조작한 기존의 연구들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

지만 독립 변수를 임의의 비율로 증가시켜 변동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신구 미디어 간 기

능적 유사도 상승에 따른 대체성의 증가를 어떻게 계량화하여 표현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즉 질적 개념을 계량적으로 환산하기 위

해 필요한 숱한 작업들을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탐구는 후속 연구에서 하나의 독자적 주제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와 더불어 방법론의 특성상 진술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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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배제하여 미디어 대체에 대한 수용자들의 주관적 의향을 반영

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누적 데이터의 상대적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별 30개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했다. Chang et al.(2014)

의 경우 서비스 별로 21개의 가입자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Lotka-Volterra 모형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간 대체 관계를 추정했듯 

이론적으로는 로지스틱 성장을 하는 개체의 세 개 이상의 시계열 자료

만 있으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하지만 Lotka-Volterra 모형의 자기

회귀적 특성상 많은 시계열 자료를 보유할수록 추정 결과의 신뢰성 역

시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MAPE값으로 판단할 때 

디지털 유료방송 미디어들의 추정 정확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IPTV의 경우 디지털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에 비하여 추정의 상대적 

정확성은 낮게 나타났다. 후대에 축적된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연구할 

때에 보다 개선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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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ubscriber Fluctuation 

in Digital Pay-TV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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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vergence environment and evolution of transmission 

technology have ushered in the multi-media era. Convergence, in the 

media context, is the emergence of a new service, transcending the 

existing boundary of communication through broadcasting. IPTV is an 

example of convergence media.

As competition between media intensifies and substitutability 

increases,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individual media is 

gradually fading. In the convergence environment, audiences’ 

preference is the key to media’s survival as a whole. In fact, the 

profit structure of digital pay-TV is completely dependent on 

subscription fee. Thus, a study of subscriber fluctuation caused by 

substitutability between new and existing media can be the answer to 

the question about media’s fate under the flow of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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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of previous studies on media substitution revealed that 

increase of substitutability between the new and old media was 

disadvantageous to new media and advantageous to old media. These 

findings further stated that IPTV is an alternative to digital cable TV 

and complements satellite broadcasting. However, there is no study to 

validate that increase of substitutability can have a long-term adverse 

effect on sales in the media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rroborate these claims in the current digital pay-TV market.

This study tried to ascertain whether the increase of substitutability 

between the old and new media—through digital pay-TV media 

including IPTV, digital cable TV, and satellite broadcasting—resulted in 

volatility among media subscribers.

Along with the issue of the survival of the media, the fickleness of 

subscribers has been one of the chief concerns of media substitution 

studies. However, most studies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cannot 

estimate the specific trajectory of the fluctuation of subscribers. 

Therefore, this study chose the simulation analysis methodology using 

the competitive diffusion function in order to grasp the dynamics of 

the change of media subscribers.

After building the initial model using the Lotka-Volterra model, I 

analyzed the dynamics of digital pay-TV subscribers by estimating the 

trajectory through Runge-Kutta 4th Order Method. Time series data 

of subscribers by media was used to build the initial model and the 

system coefficients were set as variables. After setting the system 

coefficients indicating the subscriber substitution effect between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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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gital cable TV as an independent variable, I increased the 

independent variables at a constant rate to simulate the scenario that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new and old media is increasing. Later, I 

analyzed the dynamics of subscriber fluctuation of IPTV, digital cable 

TV, satellite broadcasting, and digital pay-TV.

The initial model showed high compatibility with IPTV, digital cable 

TV, and satellite broadcasting; it also reflected the current 

substitutiv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s stated i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simulation analysis based on the initial model are same 

as below.

Initially, the total number of digital pay-TV subscribers showed a 

slight increase, but in less than a year, they dwindled when 

compared with the initial model. Out of the three media, IPTV 

recorded the largest decline in subscriber base. Although the number 

of digital cable TV subscribers rose in the first three years, their 

numbers were still low when compared with the initial model. As for 

satellite broadcasting subscribers, their numbers varied along the 

similar trajectory of digital cable TV.

This study highlighted the diffusion function of digital pay-TV 

media, which was generally applicable in the current situation. 

Moreover,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hich were based on satellite 

broadcasting, were reinforced, as they were relevant to the digital 

pay-TV market as well. In addition, the switch by the number of 

satellite broadcasting subscribers and the total number of subscribers 

were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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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m up, with the increase of substitutability in the convergence 

realm, subscribers’ disloyalty can be rather disconcerting. Besides, 

the profit structure of digital pay-TV media will lead to a further 

reduction in media subscribers and, subsequently, decrease in sales. 

While IPTV faces the biggest risk of loss of subscribers, the change 

of satellite broadcasting subscribers indicates that the three media 

are poised for interconnectivity.

Key words : Digital pay-TV, Media substitution, Competitive diffusion, 

Lotka-Volterra model, Simulation analysis

Student Number: 2013-2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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