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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 체성 강화에 따른 가입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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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융합 현상에 의해 미디어 간 차별성이 줄어들고 체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융합에 따른 경쟁 미

디어 간의 체성 변화가 가입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을 통해 알아본다. 분석을

위해 경쟁 미디어인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의 가입자 시계열 자료를 수리생태학의 경쟁 확산 모형인 Lotka-Volterra 모형

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초 모형을 구축하 다. 이후 체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를 조절하며 미디어별 가입자 수를 추

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다. 분석 결과 디지털 케이블 TV와 IPTV는 포식자-피식자 관계로 디지털 케이블 TV가 상 적

우위에 있는 체 관계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융합에 의해 체성이 증가하면 시장규모가 축소되어 두 미디어 모두 손실

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발주자이며 뉴미디어인 IPTV가 가장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반 로 경쟁 미디어간의 차

별화 전략에 의해 체성이 감소하면 시장규모가 확 되어 경쟁 미디어 모두가 윈윈하며,  IPTV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추

정된다.

주제어: IPTV, 디지털 케이블 TV, 융합, 체성, 경쟁 확산

요 약

Due to rapid convergence trends in the digital pay TV market, differentiation among the

competing medias decreases and substitutability is increasing. The current study aims to explain the

effect of service substitutability among competing media on the size of domestic digital pay TV subscribers. For

the analysis, the Lotka-Volterra model, an ecological competitive diffusion model, was used to obtain the basic

model for a simulation study. A simulation was performed by adjusting independent variables of substitutability

to estimate the size of subscriber for particular medi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gital cable TV and the IPTV

is identified as a predator-prey relationship and the digital cable TV is found to be superior to the IPTV.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increase of convergence and substitutability result in the decrease of the

entire media market. Especially, the IPTV is estimated to face the greatest loss in this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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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터넷 기술이 방송 통신 역에 접목된 이래로 기

존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서비스

의 출현을 의미하는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융합은 브로드밴드 전송망의 전국적 확 와 디지털

기술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급속도로 진행되어왔으

며 종전에 엄격히 구분되던 방송 통신 간 구분을 모

호하게 만들었다. 융합 서비스(Convergent Service)

의 표적 사례인 IPTV는 초기에 VoD 서비스로 출

발했지만 2008년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기존 유료방송 미디어들과 본격적인 경쟁 구

도를 형성했다. 

IPTV 신규 진입이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기존의 디지털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에 미칠

향은 초미의 관심사 으며, IPTV 신규진입 이전

부터 이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 위성방송 도입 시기에도 있었으며, 시간

을 거슬러 인터넷의 도입이나 케이블 TV의 도입이

기존 미디어에 미칠 향에 한 논의들 역시 존재했

다. 전통적으로 뉴미디어가 기능적 유사성 또는 기능

적 우월성을 토 로 기존 미디어를 어느 정도로 체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가입자들의 미디어 선택은 기존

산업을 어떤 형태로 재편할 것인가가 미디어 체 연

구의 주요 관심사 다(Chan-Olmsted, et al.,

2003; 김진 , 2004; 정재민 외, 2005; 임정수,

2010). 미디어 간 체성을 둘러싼 논의는 체성의

변화가 미디어 가입자 수에 어떤 변동을 가져올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미디어 가입자의 증감은 해당

미디어의 명운을 가늠하고 나아가 미디어의 생존과

결부되어 있다. 이는 미디어 플랫폼의 전체적인 수익

구조에서 미디어 가입자의 수신료가 절 적인 비중

을 차지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권남훈, 2006; 김희

수, 2009; 박정우, 2012; 방송통신위원회, 2013a).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첫

째, 선행 연구들은 융합 환경 하에서 뉴미디어와 기

존 미디어 간의 기능적 유사성이 증가하여 차별성이

줄어들고 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총 매출 및 수익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

장하 다(Noam, 2003; 이상우 외, 2005; 윤충한

외, 2006; 방송위원회, 2007). 일반적으로 가입자

들의 수신료가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총 매출의

부분을 차지하므로 미디어 서비스 가입자 수와 매출

액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박정우, 2012; 방송

통신위원회, 2013a). 그렇다면 융합 환경 하에서 미

디어 간 차별성이 줄어들고 체성이 증가하면 전체

시장규모인 총 가입자 수는 어떠한 변동을 보일 것

인가? 

둘째, 경쟁 관계에 있는 신구 미디어 간 체성의

증가는 전환비용 등을 이유로 가입자 확보에 있어 뉴

미디어가 불리한 위치를 점하며 반 로 기존 미디어

는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고 한다(김흥규 외, 2008).

그렇다면 뉴미디어인 IPTV는 기존 미디어인 디지털

케이블 TV와의 체성이 증가하게 되면 가입자 증

가에 악 향을 받을 것인가? 기존 미디어인 디지털

케이블 TV는 단기적인 가입자 확보의 유리한 위치

와 장기적인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 증가율

의 감소가 맞물릴 때 어떠한 궤적을 따라 가입자 변

동을 기록할 것인가? 

본 연구는 융합에 의해 차별성이 줄어들고 체성

이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미디어별 가입자

수를 추정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한다. 시뮬레

이션은 기초 모형(Base Model) 구축과정과, 독립변

수 조절을 통한 시뮬레이션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

기초 모형은 실제 미디어 별 가입자 시계열 자료를

수리생태학의 경쟁 확산 모형인 Lotka-Volterra

함수에 적용하여 추정한다.

Ⅱ. 선행연구

1. 융합 환경 하에서의 미디어 간 체성 및 경쟁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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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역에서 광의의 융합(Convergence)이란

컴퓨팅, 방송, 출판 역의 구분이 모호해짐과 동시

에 이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일컫는다(Negr-

oponte, 1995). European Commision(1997)은

미디어 융합에 하여 두 가지 정의를 내린 바 있는

데, 첫째, 각자 다른 개별적 네트워크 플랫폼들끼리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TV,

전화, PC와 같은 제품들의 결합을 뜻한다. 전자는

융합 서비스(Convergent Service), 후자는 융합 제

품(Convergent Product)에 해당한다. 융합제품 및

서비스는 번들링(Bundling)효과에 따라 복수 이상

의 서비스가 묶여 있을 때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인

식되는 특성을 지닌다(Kotler, et al., 1991). 

방송 통신 역에서의 개별 미디어들은 초기에 이

원적으로 사용되어 독립적으로 고도화되지만, 이후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

하여 콘텐츠의 번들링 제공과 같은 융합 서비스를 제

공한다(김희경 외, 2010). 이러한 융합 서비스는 주

로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개별 서비스들이 미디어 사

업자의 핵심 역량과 결합하여 제공되는데, 이는 새로

운 융합 서비스를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제공해야

하는 전략적 필요성에서 기인한다(김길환 외, 2013)

융합과 시장 경쟁의 관계를 다룬 부분의 연구들

은 융합이 미디어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결론

을 제시하고 있다. Chan-Olmsted, et al.(2003)은

새로운 융합 미디어가 등장하면 미디어 수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미디어들 간 경쟁이 심화되며

이러한 경쟁의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

고 하 다. 박창희 외(2005)도 미디어 융합에 따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이전에 비해

채널 경쟁이 심화되고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가 급부

상하여 기존 수요를 체하면서 미디어들 간 경쟁이

가속화된다고 주장하 다. 김진 (2004)은 수용자

들의 미디어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간 경쟁이 가속화되었다고 했다. 그는 시간적

체 관점에 따라 수용자들이 미디어에 소비 가능한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시간이 지날수록 미디어 환경

은 경쟁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 다. 정

재민 외(2005)는 기존 미디어 시장에 융합 뉴미디어

가 등장하게 되면 미디어 시장의 규모가 고정되어 있

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 강도가 높아진다고 하 다.

그들은 합리적 소비자들이 시간 및 예산의 제약 하에

서 효용 극 화 전략을 취하는 관계로 미디어들은 소

비자 및 광고주를 놓고 이전보다 더 높은 강도의 경

쟁을 하게 된다고 하 다.

융합에 따라 미디어 간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은 기

본적으로 융합이 경쟁 미디어 간 차별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서 기인한다. 미디어 플랫폼

상에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다양한 부가서

비스들이 새롭게 서비스됨에 따라 거래비용이 감소

하고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Indirect Network

Externality)이 증 된다(이상규, 2013). 간접적 네

트워크 외부성이란 특정 서비스 이용자 수의 변화가

다른 서비스의 소비자 효용 변화를 야기하는 효과를

뜻한다. 방송 통신 융합이 진행되면서 미디어 간 경

계가 모호해지고 경쟁이 증가하게 된다(주정민,

2009). 융합 환경 하에서는 개별 서비스나 제품들

간 기능적 유사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합 서비스 간

체재로서의 속성이 강해지며 이에 따라 시장 경쟁

이 심화된다(김희수 외, 2004; 권남훈, 2006; 방송

통신위원회, 2009; 김희수, 2009). 이처럼 선행 연

구들은 주로 기능적 유사성 이론에 입각하여 경쟁 미

디어 간 기능이 유사해짐에 따라 미디어 간 체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임정수, 2010). 

이러한 경쟁 구도는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미디어

시장에서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사이에서도 나

타나며 위성방송은 이들과 보완 관계에 있다. 김흥규

외(2008)는 디지털 케이블 TV와 IPTV는 각각 요금

수준이 비슷하고 기능적으로도 유사성이 높아지고

있어 기존 미디어 이용자들은 IPTV로 굳이 전환하

려 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하 다. 또한 방

송통신위원회(2013a)에 따르면 IPTV와 위성방송에



동시 가입한 가구 수가 위성방송만 단독으로 가입한

가구 수의 40%인 것에 근거하여 IPTV와 위성방송

은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 다.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료방송의 시장 획정에 있

어서 미디어 간 교차탄력성과 두 미디어의 복수 가입

자 비율을 미디어 간 체성 및 보완성의 근거로 활

용한다(김성환 외, 2012). 

2. 미디어 체성과 디지털 유료방송의 성과

일반적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을 포함한 미디

어 시장의 지배력 판단이나 규제의 기준으로 가장 널

리 통용되는 척도는 해당 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가

입자의 수와 시장 점유율이다.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유료방송의

성과요인으로 가입자 수를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이상식, 2002; 이 미 외, 2009; 주정민, 2010;

박종진, 2011; 이치형 외, 2011). 이처럼 가입자 수

를 공통적으로 디지털 유료방송의 성과 요인으로 삼

는 이유는 디지털 유료방송의 수익 구조가 가입자들

의 수신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2013a) 조사 결과 2012년 전체 유

료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은 약 3조 6,585억원

인데 이 중 가입자매출액이 약 2조 2,377억 원으로

기록되어 전체 매출액에서 60%이상의 비율을 기록

했다. 박정우(2012)는 미디어 사업자의 가입자 규모

와 수익은 서로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 간 체성의 증가는 디지털 유료

방송의 성과요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 융합에 따라 미디어 간 체성이 증

가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체성의 증가가 시장의 성

과에 미칠 향을 분석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미디

어의 체성이 증가하면 미디어 시장의 성과에 부정

적인 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Noam(2003)은 미디어 간 체성이 증가하면 시장

내부에서 미디어 간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결국 수

익률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는

이러한 과정이 산업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

다. 이상우 외(2005)는 융합 현상에 따라 기존의

디지털 유료방송 미디어들과 IPTV 간의 체성이

증가하면 기존 시장의 잠식(Cannibalization)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여파에 따라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총 매출액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하 다.

즉 뉴미디어인 IPTV가 기존의 미디어들과 보완 관

계를 형성하면 전체 사업자들의 매출은 증 될 수 있

지만 반 로 기존 미디어들과 체 관계를 형성하면

전체 미디어 시장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뉴

미디어라는 체재의 진입에 따른 기존 시장의 잠식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서 기인한다(이상우 외,

2005). 방송위원회(2007)는 미디어 간 체성이 증

가하게 되면 동일 시장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진

다고 하 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집중도가 감소하고 개별 미디어의 시장지배력이 약

화될 것으로 전망하 다. 윤충한 외(2006)는 위성방

송의 시장 진입에 한 연구를 통해 미디어 간 체

성이 높은 경쟁적 상황보다 비경쟁적인 상황 하에서

가입자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분석하 다. 전범수

(2004)는 미국의 통신기업들이 방송 통신 융합이 가

속화되는 시기에 서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업들 간 상호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률이 하락하고

과잉투자가 일어나며 번들 상품들의 효율성이 하락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고 하 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 간 체성이 증가

하는 작금의 미디어 환경 하에서 디지털 유료방송 시

장의 성과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를 개념적으로

제시하 다는 데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증 분석의 어려움 때문에 부분의 연구가 개념적

인 접근에 치우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미디어

체성과 성과요인 간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윤충한 외(2006)의 연구가 유일한 것으

로 판단된다. 윤충한 외(2006)의 연구는 설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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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의 융합과 체성 강화에 따른 가입자 변동

한 단선적 관계를 분석하 는데, 설문에 근거한 가입

자 수의 변동 예측은 고정된 시점에서의 정과 부의

관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체

미디어 가입자 변동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분석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태적 관점에서 경쟁 확산 함수를 활용한

가입자 변동 분석을 진행한다.

3. 경쟁 확산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경쟁 확산 모형(Competitive Diffusion Model)

은 수리생태학에서 개발된 이론으로, 생태계라는 하

나의 동태적 시스템 하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체군들

의 포식자-피식자 관계를 동적으로 설정한 수리모형

이다. 이 모형은 미디어 시장에서 미디어 간의 경쟁

을 통한 가입자들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포식자-피식자(Predator-Prey) 구도를 통한

미디어 간 가입자 변동 분석은 특정 미디어를 하나의

개체군으로 설정하고 미디어 생태계 안에서 개체 수

의 증가, 즉 가입자의 증가를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

는 동태적 관점에서 체 현상을 파악 가능하게 한

다. 이러한 이점 덕분에 수리생태학 모형들은 세계

전과 냉전 시기를 거치며 군비 경쟁 분석이나 전투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최적 해를 도출하는 데에 활용

되었다(Epstein, 1997). 

사회적 수준에서 가입자 확산을 다룬 연구들은 가

입자 시계열 자료를 토 로 확산 함수를 추정하여 총

가입자와 체 수요의 변동을 분석한다. Bass(1969)

가 제시한 단일 확산 모형은 신규 기술 및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수용자의 증가를 혁신 효과와 모방 효과

로 구분한 바 있다. 이러한 Bass(1969)의 단일 확산

함수는 서비스 간 체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후 연

구자들은 기술 간 확산 경쟁에 따른 체 효과를 모

형에 반 하여 별도로 체 가입자 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확산 모형을 개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기의 연구는 여러 경쟁 기술 간의 수요가 완전하게

체되는 현상에 집중했으나(Fisher, et al., 1971;

Peterson, et al., 1978) 이러한 경향은 곧 부분적

인 체 및 보완에 따라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서로 공존 및 공생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Marchetti, et al., 1979; Norton, et al., 1987).

경쟁 확산 모형의 장점은 여타 조절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가입자 수만 관측 가능한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와 체 가입자를 분리하여 개별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김정일 외, 2006). 

미디어 간 체성의 추정은 미디어 간 가입자 전환

을 나타내는 자료의 부재 때문에 주로 설문조사 방법

에 의존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2013b)에 따르면

미디어 간 체성 추정은 소비자 선택요인 분석, 임

계손실 분석, SSNIP Test 등이 있는데 모두 설문조

사 자료에 근거한다. 생태학적 관점을 적용한 적소

분석(Niche Analysis) 역시 설문조사에 근거한 추

정 방법이다(Dimmick, et al., 2011). 설문조사는

고정된 시점의 선호를 나타내는데, 이는 변화의 속도

가 빠른 방송통신 분야에서 약점으로 작용하며 특히

SSNIP Test가 지닌 한계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권남훈, 2006). 이에 한 안으로 설문조사가 아

닌 가입자 시계열 자료에 근거하여 시뮬레이션을 통

해 체성 및 체 수요를 동태적으로 추정하려는 연

구들이 등장하 는데, 무선통신 서비스 간 가입 전환

효 과 (Churn Effect)를 경 쟁 확 산 모 형 인

Extended Bass Model을 통해 추정한 Lee, et

al.(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표적인 경쟁 확산 모형으로 Lotka-Volterra

모형은 초기에 생태학 분야에서 출발했고 군비 경쟁

모형으로 활용되었지만 80년 이후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들 간 체 및 보완 관계를 규명하는 분석틀로

활용되어 왔다(Epstein, 1997). Lotka-Volterra

모형이 미디어 체 연구에 활용된 표적 예로

Watanabe, et al.(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

들은 일본에서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체되

는 과정을 경쟁 Lotka-Volterra 모형을 활용하여



2015∙여름

설명했는데, 생태계에서 관찰되는 개체군 간의 포식

자-피식자 시스템이 미디어 생태계에 존재하는 경쟁

미디어 간의 복잡한 균형 상태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주장하 다. 그들은 모형 분석을 통하여 최적

의 체 시나리오를 제시하 고 이를 일본 정부의 시

나리오와 비교한 바 있다. Chang, et al.(2014)은

국내 무선통신 시장의 세 통신사의 경쟁에 따른 체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Lotka-Volterra 모형을 활

용하 는데, Lee, et al.(2011)이 제안한 Extended

Bass Model에 비해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외에도 경쟁 확산 모형은 서비스 가입자에

한 분석 방법론으로 최근까지 계량 마케팅이나 금

융공학, 경 과학 등의 역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Lotka-Volterra 모형은 경쟁관계 분석 및 시계

열 예측에 주로 활용되었지만 정책분석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변수 조절을 통한 시뮬레이션 분석틀로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이창신(1989)의 정부조직 인력

간 경쟁관계 연구, 최창현(1993)의 국내 기업 성장

시뮬레이션, 우윤석(2011)의 개인 운수업 간 경쟁관

계 연구 등에서 경쟁 확산 모형이 시뮬레이션 분석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들은 확산 모형의 체성 관련

모수들을 조작하여 체성 변화에 따라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찰하 고

최적의 정책 안을 제시하 다. 위 연구자들은 공통

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기초관계 균

등단위 모델링(NUMBER: Normalized Unit

Modeling By Elementary Relationships)에 따

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는데 그 이유는 시계열 자

료의 미비로 인하여 확산 모형의 모수 추정이 불가능

했고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변동의 궤적 분석에 초점

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용한 시계열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단기적 추정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

추고자 할 때에는 추정된 모수를 통해 기초 모형

(Base Model)을 구축하고 해당 모수의 조작에 따른

확산 양태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시뮬

레이션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 확산 함수와 시뮬레이션 방법을 미디어 가입자

변동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1. Lotka-Volterra 경쟁 확산 모형

Lotka(1925)에 의해 제시된 Lotka-Volterra 모

형은 단일 생태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여러 개체군

들의 확산 과정을 설명하는 수리생태학 모형이다

(Epstein, 1997). Lotka-Volterra 모형은 로지스

틱 분 포 에 기 반 하 고 있 으 며 최 종 포 화 점

(Saturation Point)의 존재와 더불어 S자 곡선(S-

curve) 형태의 확산 과정을 반 한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Norton & Bass 모형과 같은 여타 경쟁 확

산 함수와 마찬가지로 Lotka-Volterra 모형 역시

총 가입자의 변동 자료만 가지고도 체 수요의 추정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x, y의 두 개체군이 경

쟁하는 Lotka-Volterra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x= =a¡x-b¡x¤`-c¡xy

=r¡x(K¡-x- )
�y = =a™y-b™y¤`-c™xy

=r™y(K™-y- )
모형의 모수인 a‘, b‘, c‘는 위 식에서 보듯 간단한

변형을 통해 r‘, K‘, p‘로 치환할 수 있다. r‘는 개체

수가 외부 효과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효

과를 나타내며, K‘은 임계 환경수용능력을 나타낸

다. p‘는 상호 체에 따른 개체수의 증감 효과를 나

타내는 체성 모수이다(최창현, 1993; 우윤석,

2011). 마지막으로 x, y는 각 개체군의 개체수를 나

p™x
K™

dy
dt

p¡y
K¡

dx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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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미디어 가입자의 증감을 다룬 연구들은 일반

적으로 체성 모수를 타 서비스와의 수요 체 효과

에 따른 가입자 증가로, 성장 모수를 순수 신규 가입

자 증가로 해석하여 활용한다(우윤석, 2011;

Chang, et al., 2014).

Lotka-Volterra 모형은 미분방정식의 형태를 띠

므로 시간에 해 연속적이다. 그러나 실제 모형 추

정에 활용되는 자료들은 이산적 속성을 가진다. 여기

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eslie(1957)는 기

존 모형을 차분방정식 형태로 변환한 Discrete

Lotka-Volterra 모형을 제시하 다. Lotka-

Volterra 모형의 차분방정식 형태는 아래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x(t+1)=

y(t+1)=

미분방정식과 차분방정식 간 모수의 관계는 다음

식과 같다. 

a‘=lna‘, b‘= , c‘= , 

차분방정식의 모수를 추정한 후 이를 미분방정식

으로 치환하여 r‘, K‘, p‘를 도출한다. Lotka-

Volterra 모형에서 체가 진행되는 방향은 체성

모수인 c‘의 부호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의

부호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g‘와 c‘의 부호는 항상

동일하다. 또한 임계 환경수용능력을 나타내는 모수

인 K‘가 양수이기 때문에 c‘와 p‘의 부호 역시 동일

하다. 정리하면 x와 y간의 관계는 상호 체 효과,

즉 체성 모수인 p¡과 p™의 부호를 통해서 알 수 있

다. 경쟁 개체들의 체성 모수의 부호 조합에 따른

경쟁 유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Pulley(2011)는 Lotka-Volterra 모형이 현존하

는 수리 모형들 가운데 개체군 간 경쟁 확산에 따른

피식자-포식자 관계의 동태성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급격한 환경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 한 반 없이 안정적인 시스

템 안에서의 동태성만을 나타내는 한계가 있다고 지

적한 바 있다. 또한 Lotka-Volterra 모형은 안정성

(Stability)과 불안정성(Instability) 사이에서 중립

적으로 안정적(Neutrally Stable)이며, 균형점

(Equilibrium Point)으로 향하는 끌개(Attractor)

가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약점을 가진다

(Edelstein-Keshet, 1988).

2. 시뮬레이션 변수의 정의

Lotka-Volterra 모형은 한 개체군 당 r‘, K‘,

p‘의 총 3개의 모수를 가지고 있다. 본 모형에서는

lna‘
a‘-1

g‘lna‘
a‘-1

b‘lna‘
a‘-1

a™x(t)
1+b™y(t)+g™x(t)

a¡x(t)
1+b¡x(t)+g¡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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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체성 모수의 부호 조합에 따른 개체간 경쟁 관계 유형(Modis, 1999)

체성 모수 부호
조합(순서 무관)

경쟁유형 개체간 경쟁관계 설명

+ + 상해공생 두 집단 모두가 서로의 성장에 악 향을 미치는 관계

- - 상리공생 두 집단 모두가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

- + 포식자-피식자 한 집단(-)이 타 집단(+)을 일방적으로 먹이로 삼아 성장하는 관계

- 0 편리공생 한 집단(0)이 타 집단(-)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자신은 아무런 향도 받지 않는 관계

+ 0 편해공생 한 집단(0)이 타 집단(+)의 성장을 방해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향도 받지 않는 관계

0 0 중립 집단들 간 상호작용이 없고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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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간 체성을 나타내는 모수(p‘)의 절 값이

클수록 체 효과에 따른 가입자의 증감 폭이 커지게

된다. 반 로 해당 모수가 0인 상황은 체 효과에

따른 가입자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각 미

디어가 독립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Modis,

1999; 우윤석, 2011). 신규 가입자 증가 효과(r‘)는

가입자 증감에 있어서 체 효과를 제외한 순수 증가

분을 가리킨다. 또한 환경수용능력(K‘)은 특정 환경

내부의 가용 자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구나 노동력

또는 소비 수준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뜻한다

(Aldrich, 1979; 최창현, 1993). 본 모형에서의 환

경수용능력은 잠재적 가입자의 최 임계점

(Saturation Point)을 나타낸다.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의 변수들을 정의하면 <표

2>와 같다. 

본 연구는 실제 가입자 수 시계열 자료에 근거해서

추정된 Lotka-Volterra 함수를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초 모형으로 설정한다. 그런 다음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 체성 변화에 따른 총 가입자 수 및

미디어 별 가입자 수의 변동을 관찰하고자 한다. 따

라서 독립변수는 p¡와 p™로 설정하고 나머지 신규 가

입자 증가 효과 변수, 환경수용능력 변수는 통제 변

수로 설정한다. 종속변수는 IPTV 가입자 수(x), 디

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수(y), IPTV와 디지털 케이

블 TV 가입자 수의 합(x+y)의 기초 모형 추정치

비 증감 비율로 설정한다. 즉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체성 모수 p¡과 p™의 변동에 따라서 종속변수인 기

초 모형 가입자 추정치 비 증감하는 가입자 비율의

민감도를 분석한다.

Ⅳ.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융합 환경 하에서 IPTV와 디지털 케이

블 TV 간의 기능적 유사성이 높아져 체성이 증가

할 때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내 미디어 가입자 수는

어떠한 변동을 보일 것인지를 알아본다. 더불어 여러

선행연구들이 개념적으로 제시한 체성과 성과 사

이의 부(-)의 관계가 IPTV 진입 이후의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를 실증

적으로 검증한다.

시뮬레이션 과정은 크게 기초 모형(Base Model)

구축과 독립변수 조절을 통한 시뮬레이션의 두 단계

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초 모형은 가입자 시계열

자료를 토 로 Lotka-Volterra 모형의 모수들을

추정하여 구축한다. 그런 다음 추정된 모형의 모수들

을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설정한 뒤 독립변수인

체성 모수 과 를 일정한 비율로 조절할 때 시간에 따

른 가입자의 동태적 변동을 관찰한다. 유사한 시뮬레

이션 연구로 최창현(1993)과 우윤석(2011)의 연구에

서 사용된 모수는 실증 자료의 추정을 통해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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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otka-Volterra 모형의 모수

변수 모형의 모수 설명

미디어 간
체성

p¡ IPTV 가입자 증가에 디지털 케이블 TV가 미치는 향

p™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증가에 IPTV가 미치는 향

신규 가입자
증가 효과

r¡ IPTV의 순수 신규 가입자 증가 효과

r™ 디지털 케이블 TV의 순수 신규 가입자 증가 효과

환경수용
능력

K¡ IPTV의 환경수용능력

K™ 디지털 케이블 TV의 환경수용능력

총 가입자 수
x IPTV 총 가입자 수

y 디지털 케이블 TV 총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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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초 모형은 현실을 정확하

게 반 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

로 독립변수인 모수를 기초 모형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증감시키지 않고 일정한 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본 연구는 실제 가입자 시계열 자료를 통

해 모수를 추정하여 기초 모형을 구축하기 때문에 보

다 현실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의 분기별 가

입자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 모형을 구축한다.

IPTV의 분기별 가입자 자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기업 IR 및 공시정보를 참고하 다.

디지털 케이블 TV의 분기별 가입자 자료는 한국케

이블방송협회(www.kcta.or.kr)의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수 자료를 활용하 다.

기초 모형 구축을 위한 분석 기간은 국내에 VoD

서비스가 도입되어 IPTV의 첫 가입자가 집계된

2006년 3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로 설정하

다. 이는 IPTV의 출현 이후 새롭게 형성된 디지털

케이블 TV과의 경쟁 관계를 기초 모형에 반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각 매체 별로 34개씩, 총 68개

의 시계열 자료를 토 로 기초 모형을 구축하 다.

이후 시뮬레이션 기간은 2014년 4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총 6년간 25분기의 기간을 정하여 디지

털 유료방송 미디어 가입자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

다. 

Ⅴ. 기초 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결과

1. 기초 모형 구축 및 미디어 간 경쟁 관계 분석

기초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1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비선형최소자승법인

Marquardt-Levenberg Algorithm을 통해 차분

방정식 형태의 Discrete Lotka-Volterra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 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결과와 같이 추정 모형의 설명력인 R¤`

값이 0.99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절 백분율

오차(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역시 모두 10% 이내로 나타났는데, 일반적

으로 MAPE 값이 10%이내일 때 모형의 추정 정확

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 모형의 추정

정확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추정된 기초

모형에 의한 2006년 4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의 융합과 체성 강화에 따른 가입자 변동

* t기의 관측치를 A†, 추정치를 F†라 할 때 n기까지의 MAPE값은 | |이다.
A†-F†

A†

n

S
t=1

1
n

<표 3> 차분방정식 Discrete Lotka-Volterra 기초 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p<0.1, **p<0.05, ***p<0.01

모수
IPTV(x) (i=1) DCATV(y) (i=2)

추정값 표준오차 추정값 표준오차

a‘ 1.131 0.050 1.272 0.026

b‘ 1.452E-09 1.660E-08 1.181E-07 1.691E-08

g‘ 8.836E-09 3.001E-08 -5.921E-08 9.510E-09

모형 적합도

R¤` 0.999 0.999

F 21387.7*** 77903.3***

MAPE 8.1080% 4.2378%



의 가입자 추정치와 실제 관측치를 비교하면 <그림

1>과 같다.

각 미디어 별 가입자 수는 일반적인 성장 패턴인

S-Curve의 궤적을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는 각 미디어의 가입자 수에 포화점

(Saturation Point)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2015년을 기점으로 가입자 증가폭이 둔

화되어 2020년 이후 포화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표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정된 기초 모형에

서 체성 모수의 부호를 통해서 미디어 간의 경쟁관

계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로 도출된 미디어 간 경쟁관계 유형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개념적으로 제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

부를 비교하고자한다. 먼저 <표 3>의 차분방정식 형

태의 Lotka-Volterra 추정 모형을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치환하면 Lotka-Volterra 모형의 모수 r‘,

K‘, p‘를 추정할 수 있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경쟁 미디어 간의 경쟁관계 및 체성을 의미하는 모

수들인 p¡, p™의 부호를 통해서 미디어 간 체 및 보

완 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디어 간 경쟁관계

유형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상리공생(Mutualism)

은 두 개체군이 경쟁 확산을 거듭할수록 서로 이익을

2015∙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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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초 모형에 의거한 미디어 별 추정치와 관측치

<표 4> 미분방정식 Lotka-Volterra 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모수 IPTV(x) (i=1) DCATV(y) (i=2)

r‘ 1.3647E-09 1.04508E-08

K‘ 90212643 2299226

p‘ 1.25615E-25 -2.38095E-21



주고 받으면서 상 방의 성장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관계로 두 경쟁 미디어가 보완재임을 의미한다.

포식자-피식자(Predator-Prey) 관계는 두 개체군

이 경쟁 확산을 거듭함에 따라 한 개체군의 성장이

상 방의 성장에 정(+)의 향을 미치지만 반 로 자

신의 성장은 상 방의 성장에 따라 부(-)의 향을

받는 관계로 두 경쟁 미디어가 상호 체 관계임을

의미한다. 이 때 포식자의 입장에 있는 미디어가 피

식자의 입장에 있는 미디어보다 경쟁 우위에 있으며

체 수요는 포식자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피식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하게 된다. 

<표 4>의 결과를 <표 1>을 참조하여 해석하면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의 관계는 체성 모수인

p¡이 + 부호이고 p™가 - 부호로 포식자-피식자 관

계, 즉 디지털 케이블 TV가 상 적인 경쟁 우위에

있는 체 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개념적으로 제시

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미디어 간 체 관계

설명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증

자료로 추정한 Lotka-Volterra 기초 모형은 현실

에서의 미디어 간 경쟁관계를 잘 반 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2. 시뮬레이션 결과

MATLAB R2014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Runge-Kutta 4th order method를 통해 Lotka-

Volterra 모형에 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 다.

시뮬레이션은 경쟁 미디어 간 체성이 증가하고 차

별성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융합 환경의 시나리오에

따라 미디어 가입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

다. 이를 위해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의

체성을 나타내는 모수인 p¡과 p™의 절 값을 동시에

5%, 10%, 15% 증가시킬 때, <그림 1>에 나타난 기

초 모형의 미디어별 가입자 추정치 비 가입자 증감

비율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향을 받는지

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융합 환경 하에서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의

체성이 증가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2>의

세 개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경쟁 미디어의

체성이 증가할수록, <그림 1>의 기초 모형 가입자 추

정치 비 가입자 증감 비율의 변화 폭이 증폭되었지

만 증가율이 정(+)에서 부(-)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체성이 증가할수록 IPTV 가입자는 기초 모형

추정치 비 꾸준히 감소하며 감소폭은 디지털 케이

블 TV보다 컸다.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는 기초

모형 추정치 비 첫 3년간은 증가하며, 3년 후부터

는 감소로 전환되었다. 두 미디어 가입자의 합은 기

초 모형 추정치 비 첫 1년간은 증가하며 이후로는

감소로 전환되어, 경쟁 미디어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체성이 증가할수록 전체 시장의 잠재적 가입자 파

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의 경쟁에서 체성이 증가

하면 전환 비용 등의 이유로 수용자들이 뉴미디어로

옮길 유인이 줄어든다는 선행 연구(김흥규 외,

2008)와도 일치한다. 전환 비용은 금전적 비용부터

심리적 비용까지 유 무형의 비용들을 포괄하는 개념

이다. 홍동표 외(2002)는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과

같은 네트워크 시장에서 전환 비용은 기존 미디어 이

용자의 네트워크 전환을 막는 잠김 효과(Lock-in

Effect)를 야기한다고 하 다. 또한 이들은 네트워

크의 규모가 클수록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 비해

직∙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자는 규

모가 큰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 다(홍동표

외, 2002). 김흥규 외(2008)는 디지털 케이블 TV와

IPTV는 기능 및 요금 수준에서 유사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처럼 경쟁 미디어 간 체성이 높으면 기존

의 디지털 케이블 TV의 이용자들은 전환의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동시에 전환 비용 등의 장벽

으로 인하여 IPTV로 굳이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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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성희 외(2008) 역시 적소 분석을 통하여 기존

미디어인 케이블 TV가 뉴미디어인 IPTV에 비하여

경쟁 우위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분

석 결과는 융합에 따른 경쟁 미디어 간 체성 증가

가 전체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성과에 부정적 향

을 미칠 것으로 개념적으로 예측한 기존 연구들

2015∙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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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나리오별 기초 모형 추정치 비 가입자 증감 비율 변화



(Noam, 2003; 강재원 외, 2006; 윤충한 외, 2006;

방송위원회, 2007)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

체 시장의 성과가 초기 1년간은 긍정적 향을 받다

가 1년 후부터 부정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기

존 연구와 차별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경쟁 확산 함수인 Lotka-Volterra 수

리 생태학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시

장의 미디어별 가입자 경쟁 상황을 설명하는 모형을

추정하 다. 또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쟁 미디

어 간 체성의 증가가 가입자로 표되는 시장의 성

과 요인에 어떠한 동태적 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

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의 관계는 포식자-

피식자 관계로 디지털 케이블 TV가 상 적인 경쟁

우위에 있는 체 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

한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개념적으

로 제시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미디어 간

체 관계 설명과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융합 현상에 의해 경쟁 미디어간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체성이 증가할수록 전체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 미디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발 주자이며 뉴미디어

인 IPTV가 가장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반

로 경쟁 미디어간의 적절한 차별화 전략에 의해

체성이 감소하면 전체 시장의 규모가 확 되며 장기

적으로는 경쟁 미디어 모두가 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

된다. 이 경우는 후발 주자인 IPTV가 가장 큰 이익

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즉 뉴미디어인 IPTV는 차별

화 경쟁전략을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

며, 반 로 IPTV와 경쟁하는 기존 미디어인 디지털

케이블 TV의 경쟁우위 전략은 뉴미디어인 IPTV와

의 기능적 유사성을 높이고 체성을 증가시켜 기존

가입자들의 서비스 전환 필요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융합은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간의

체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간의 경쟁에 있어서 기존 미디어인 디

지털 케이블 TV에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두 미디어 모

두의 잠재적 가입자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디지털

케이블 TV 역시 가입자의 증가 폭이 둔화된다. 이

는 미디어 서비스 시장이 포화점에 도달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디

지털 유료방송 시장 전체 관점의 최적 윈윈 전략은

뉴미디어인 IPTV와 기존 미디어인 디지털 케이블

TV 간의 기능적 차별성을 강화해서 미디어 서비스

간의 체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은 IPTV의 경쟁전략과도 일치하며 중장기적으

로 전체 미디어 시장의 잠재적 가입자 파이를 증가

시킬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개념적 연구를 통해 제

시한 주장을 수리 생태학 모형과 시뮬레이션을 활용

한 분석을 통해 실증하 다. 둘째, 경쟁 미디어간의

동태적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가입자 변동 양상을 추정하 다. 장기 효과와 반 되

는 단기 효과가 존재함을 밝히고 구체적인 미디어별

가입자의 변화 궤적을 추정하 다. 셋째,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미디어 별 경쟁전략 제시와 더불어 디

지털 유료방송 시장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 전략을 제안했다. 

더불어 본 연구는 미디어 정책 분야에 시사점을 제

시한다. Goolsbee, et al.(2004)은 기존 유료방송

시장에 뉴미디어가 진입하여 미디어 간 경쟁이 심화

되면 소비자 후생이 증 된다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

해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보완적 경쟁이 아닌 체적

경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소비자 후생과 장기

적 시장성과 간의 상보적 관계는 미디어 시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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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에 있어서 정책 우선순위에 한 딜레마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에 정책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수혜집단의

우선순위에 한 사전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고

려된다. 즉,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후생과

장기적 시장성과 간 균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방법론

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다수

경쟁 확산 함수를 채용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가격

이나 소득 등 외생 변수를 배제하고 가입자 수만을

통해 모형을 추정했다. 이러한 단순한 모형(simple

model)은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는 환경 하에서는

장기 예측 시 이러한 외부 효과를 반 하지 못하여

예측치의 과다 추정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확산 함

수의 단순화와 복잡다양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진행

형이며 모형의 정교화에 한 반론도 존재한다. 표

적으로 Makridakis, et al.(2000)은 여타 변수들을

고려한 복잡한 형태의 확산 모형이 늘 일반적인 단순

형태의 확산 모형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지는 않

으며 오히려 단순한 모형(simple model)이 높은 예

측 정확도를 기록했다고 하 다. 하지만 시장이나 서

비스의 특성을 반 하기 위하여 기존의 모형에 변수

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Noguchi, et al., 2000). 

둘째, 경쟁 미디어 간의 체성 증가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 변수인

체성 모수를 임의의 비율로 증가시키면서 가입자

수 변동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이론 모형에서의 체성 모수의 변화와

현실에서의 경쟁 미디어 간 기능적 유사성이 실제 변

화하는 수준과의 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경쟁 미디어 간 기능적 유사성 변화에 따른

체성의 변화를 어떻게 계량화하여 표현할 것이냐

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한 탐구는 독자적인

주제와 문제의식을 가진 후속 연구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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