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Interfaces

Vol. 23, No. 4, pp. 337-348, December 2010. 

신제품 및 서비스에 있어 이분조각 Bass모형에 의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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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s model is the most widely used model in research of new product diffusion because it presents a 
nice explanation on the diffusion process of new products. However, it has a limitation that its performance 
of fitness is lower as the available data become less and also, the diffusion curve is bell-shape and so, it can 
not represent the various diffusion patterns. Recently, a two-pieces Bass model is developed and applied to 
analyze diffusion of 10 products. The results are encouraging in terms of fitness. However, diffusion 
pattern is not dealt with in the paper. In this paper, analysis of diffusion pattern is in depth addressed in 
two-pieces Bass model. It is shown that the diffusion curves are divided into 3 types with respect to the 
peak adoption rate and each type is divided into 2 types further. Takeoff time of a diffusion process is 
analyzed by using the inflection point and regime-change time where it represents the point that imitation 
and innovation parameters change. Empirical studies for 68 products(28 domestic products and 40 USA 
products) are performed to analyze the diffusion pattern. Findings are that diffusion patterns of all 
products except 1 USA product show typeⅠ and regime-change time becomes shorter as the introduction 
time of the product is later in domestic products and regime-change time can be regarded as a takeoff time 
in 47% of total 68 produc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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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확산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모형은 Bass

모형과 로지스틱 모형 그리고 지수모형 및 곰페르츠 모형이다

(Teng et al., 2002). 이들 모형 중 실제 데이터에 대한 모형의 적

합도는 로지스틱 모형이 가장 우수하다(Meade and Islam, 1998). 

그러나 신제품 및 서비스의 단순 수요예측을 넘어 수요의 확

산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는 Bass모형이 가장 널리 

활용된다(Mahajan et al., 1990; Ozkaya, 2008). 그 이유는 Bass모형

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다른 모형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즉, Bass모형에서는 개인이 신제품을 채택하는 데에 있어 영향

을 주는 요인을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고, 전자

는 이미 신제품을 채택한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광고 등의 외

부적 요인으로 제품을 독자적으로 채택한다고 하여 혁신계수

로도 불리고, 후자는 이미 신제품을 채택한 개인에 영향을 받

아서 제품을 채택한다고 하여 모방계수로 불린다. 따라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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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당기 수요가 최대가 되는 시점이나 혹은 당기 수요가 본

격적으로 도약하는 시점이 이들 계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여, 광고나 아니면 기존 채택자들의 크기의 영향력 등

을 분석하는 작업들이 Bass모형을 기반으로 가능하고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Chandrasekaran and Tellis, 2004; 

Muller et al., 2007). 또한 혁신계수와 모방계수의 비를 척도로 활

용하여 제품별, 나라별 차이와 이에 연관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Van den Bulte, 2000; Van den Bulte and Stefan, 

2004). 

한편, Bass모형은 설명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모수추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적을 경우에 모

수추정의 불안정성을 보인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고 또한 데이

터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 로지스틱 모형보다 떨어지

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Meade and Islam, 1998). 전자의 단점은 

최근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수추정법으로 어느 정도 해

결되고 있다(Rajkumar et al., 2004). 후자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해 Bass모형을 토대로 이를 확장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Easingwood et al., 1983; Hong and Eom, 2009; Horsky, 1990; Park 

and Seetharanman, 2005; Phillips, 2007).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데

이터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신제품의 확산패턴 분석 부문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확산 과정 분석 부분은 주로 당기 수요의 최대 시점과 도약 시

점이 Bass모형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수준에 머

무르고 있다(Easingwood et al., 1983; Park and Seetharanman, 2005). 

그러나 최근 이중시장이론을 토대로 한 모형들은 모형의 적

합도를 향상시키면서 확산패턴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

업을 수행하고 있다(Goldenberg et al., 2002; Goldenberg et al., 

2006; Van den Bulte and Joshi, 2007). 그러나 이들 모형은 관련 모

수가 7개로 NLS(Nonlinear Least Square)방법에 의해 모수 추정을 

할 경우 7차원 탐색을 수행해야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

서 값이 작게 나오는 하나의 모수를 0값으로 설정하는 등 분석

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Muller and Yogev, 2006). 최근 이러한 이

중시장 모형에 기반을 둔 모형과 동등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

이면서 모수 추정이 용이한 이분조각 Bass모형이 제시되었다

(Hong and Eom, 2009). 그러나 Hong and Eom(2009)에서는 모형

의 적합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확산패턴 분석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분석된 데이터 또한 국내 데이터와 미국 데이터를 

합하여 총 10종에 불과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Hong and Eom 

(2009)에서 제시된 이분조각 Bass모형을 토대로 개별 신제품 및 

서비스의 확산패턴을 분석하고, 제품별 확산패턴을 비교·분석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 28총, 미국 40종, 합해서 총 68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는 확산 모형을 분석한 국내 문헌 중 최대의 데이터를 다룬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확산패턴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이 소개되고, 이분조각 Bass모형이 소개된

다. 제 3장에서는 이분조각 Bass모형을 통해 당기 최대 시점과 

도약기의 선정에 의한 패턴 분류방법이 소개되고, 제 4장에서

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분류작업과 확

산패턴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제 5장

에서 결론 및 추후연구방향이 제시된다. 

2. 연구 배경

2.1 확산패턴

(1) Bass 확산모형

Bass모형을 활용하여 제품의 확산패턴을 다룬 논문을 살펴

보기 전에 우선 Bass모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Bass모형은 다음의 핵심적인 두 가정을 토대로 모형이 구성

된다.

(a) 신제품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각 개인은 외부적인 영향과 

내부적 영향을 받아 신제품을 채택하며, 이들 영향을 나타

내는 계수를 각각 와 로 표기하기로 한다.

(b) 아직 신제품을 채택하지 않은 개인이 신제품을 채택할 가

능성은 와 에 선형적인 관계에 있고, 내부적인 영향은 기

존 채택자와의 접촉에 의해 형성되며, 기존 채택자를 접촉

할 확률은 기존채택자수를 잠재수요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시점 에서, 잠재수요를  , 기존 채택자수를  , 

특정 개인이 시점 t까지 기존 제품을 채택할 확률을  , 그

리고 이를 미분한 값을 라 하면, Bass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Mahajan et al., 1990). 여기서, 채택시간 관점에서 

는 특정 개인의 채택시간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이며, 는 

특정개인의 채택시간에 대한 누적 분포함수이다. 




                 (1)

 


이고,  


를 이용하면 식 (1)에서 

에 대한 식이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2)

식 (1)은 미분방정식으로 이를 풀면 의 닫힌 해를 다음

과 같이 얻게 된다.

 






           (3)

식 (3)을 미분하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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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 잠재수요 을 곱하면 의 해가 얻어진다.

 










 



                  (5)

를 한번 미분한 수식으로부터, 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하

는 시점 는 식 (6)과 같다.

  





                  (6)

를 두 번 미분하면, 변곡점이 나오며 첫 번째 변곡점을 

수요가 도약하는 시점이라 하며, 로 표기한다.

  


 


                     (7)

(2) 제품의 확산패턴에 대한 연구

Bass모형에 의한 개별 제품의 확산패턴은 상당한 연구가 이

루어 졌다. 특히 통신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통신 서비스에 있

어 다수의 논문이 연구되었다. Kim and Kim(2006)은 네트워크

기술에 있어 서킷과 패킷 기술 차이에 따른 서비스의 확산패

턴을 비교분석 하였다. Park(2005)은 Bass모형을 확장하여 국내 

이동전화와 무선 인터넷 사례를 적용 분석하였고, Hong et 

al.(2008)은 고가 의류기기(5종)의 국내 확산 보급을 분석하였

다. 최근에는 제품을 넘어 게임, AIDS, 전력량소비 등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Choi, 2005; Park et 

al., 2008). 외국의 경우 확산패턴 분석과 더불어 제품의 도약기

와 이중시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uller and 

Yogev(2006)은 이중시장 분석을 통한 CD-Time(Change of Domi-

nance Time)을 도출 하였고, Van den Bulte and Joshi(2007)는 이중 

시장 모델을 통해 여러 제품의 확산패턴을 분석하였다. 

2.2 이분조각 Bass모형

본 논문의 신제품 및 서비스의 확산패턴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이분조각 Bass모형은 Hong and Eom(2009)에 

의해 2009년 제시된 모형이다. 이 모형은 Bass모형의 세 모수 

 , , 그리고 중에서 확산과정의 형태를 결정하는 두 모수 

즉, 혁신계수 와 모방계수 의 시간불변성(Time-Invariance)이

라는 가정을 완화시킨, 다음의 확산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Hong and Eom, 2009).




 


 (8)

가령, 우리가 모집단을 Mahajan et al.(1990)과 같이 5개의 그룹

으로 나눈다면, 각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혁신계수 와 모방계

수 는 모두 다를 것이다. 이 경우 시간에 따라 모집단 상의 5

개 그룹의 비율은 바뀔 것이고, 또한 각 그룹들의 혁신계수와 

모방계수도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혁신자(Inno-

vator)와 조기채택자(Early Adopter)의 경우 초기에 값이 크고, 

후기에 작아진다. 반대로, 후기 다수자(Late Majority)의 경우 초

기에 값이 낮고 후기에 높아진다. 특정시점 에서 아직 채택

자에 속하지 않은 5개 그룹의 비율을 라 하면 시점의 임

의의 고객의 혁신계수 와 모방계수 는 다음과 같다.

 




           (9)

 




         (10)

여기서  와  는 시점에서 그룹의 혁신계수와 모방

계수를 나타낸다. 물론, 시간에 따른 광고비 지출의 변화라던

가 혹은 채택자 수에 영향을 받는 정도의 변화 또한 와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들은 상수인 와 를 시간에 따

라 변화하는 함수  , 로 일반화함으로써 모형에 반영되

는 것이다. 따라서 식 (8)로 대표되는 모형은 이질적인 소비자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또한 가격이나 광고비 지출 등의 

외부 변수들의 영향의 반영 폭이 넓어졌다는 면에서 Bass모형

의 확장모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분조각 Bass모형(Two Pieces Bass Model)은 와 를 다

음과 같이, 시점 를 기점으로 두 개의 값으로 설정한다.

    ≤ 
   

 

    ≤ 
   

 

편의상 이전의 시기를 레짐1(Regime 1)이라 하고,  이후

의 시기를 레짐 2(Regime 2)라 하기로 한다. 

여기서 문제는  및 와 값의 추정문제이다. 기본적인 Bass 

모형의 모수 추정에 사용하는 NLS방법을 사용하면(Srinivasan 

and Mason, 1986), 값과 , 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11)

여기서, 

   기간의 당기 수요 
  :   ,   일 때,  기간 당기수요의 기대치

  :   ,   일 때,   기간 당기수요의 기대치

 와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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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당기 수요 최대 시점의 형태에 따른 타입 분류

분 류  형 태 당기 최대 시점

타입Ⅰ

 ≤ 
 ≤ 



A

  


A1




A2

B

 ≥ 




타입Ⅱ


   ≤ 



A


 ≥ 





B


  





타입Ⅲ


 ≤ 

  

A

  


A1




A2

B

 ≥ 




 




  


  

(14) 

 




  


  

(15)

식 (11)를 보면, 모형의 계수는 5개이지만, 데이터가 를 기

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 부문에서 추정하는 모수

의 수는 두 개라는 것이다. 은 물론 기본적인 Bass모형에서 

추정된 값과 동일하게 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  값

을 구하게 되고, 이때의 MSE(Mean Square Error)의 합을 구하게 

된다. 는 이산치로서 구간 전체에 대해 MSE를 구하게 되므로 

국부최적치(Local Optimal)문제를 고려할 필요는 없게 된다. 구

간 전체에 대해,  값에 따라 얻어진 MSE 값들을 비교하여 최

소의 MSE 값을 얻고 그에 해당하는 와  ,   값이 우리가 구

하고자 하는 값이 된다. 

3. 개별 제품의 확산패턴 분석

3.1 당기 수요의 최대 시점 분석

단순 Bass모형을 이용한 확산패턴 연구에서는 개별 모수 , 

와 결합모수 

의 분석 이후에 당기 수요 최대치와 도약기를 

결정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그런데, 이분조각 Bass모형에서는 

당기 수요 최대치의 결정만이 아니라 당기 수요 최대치와 와

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확산패턴의 유형이 얻어진다. 우선 단

순 Bass모형의 경우, 당기 수요가 최대가 되는 시점은 식 (6)에

서 얻어진다. 그런데 이분조각 Bass모형의 경우 식 (6)을 적용하

면 두 개의 값이 얻어진다. 이를 
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

 이 때 
와 

중 어느 값을 당기 수요 최대시점으로 할지는 

 값에 따라 정해진다. 일단 
가 

보다 작다고 가정하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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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도약기 형태에 따른 타입 분류

분류  형태 도약기 후보

타입Ⅰ 

 ≤ 
 

 ≤ 
 

 , 


타입Ⅱ


 ≤  ≤ 

 ≤ 
 




 ≤  ≤ 

 ≤ 
 


, 

, 


타입Ⅲ


 

 ≤ ≤ 
 


, 



타입Ⅳ


  

  
  ≤ 

 , 


타입Ⅴ


 

 ≤ 
 

 ≤ 
, 



경우, 가 취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이다. 첫째는  값이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둘째는  값이 

보다 크고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그리고 셋째는  값이 
보다 클 경우이다. 

첫째,  값이 
보다 작을 경우는 레짐 1에서는  값에서 당기 

수요가 최대가 되고, 레짐 2에서는 
에서 당기 수요가 최대가 

될 것이므로 당기 수요의 최대 시점은 다음과 같다.  ≥


이면, 이고, 반대이면 당기수요 최대 시점은 

이다. 둘

째,  값이 
보다 크고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레짐 1에서

는 
에서 당기 수요가 최대가 될 것이고 레짐 2에서는 

에서 

당기 수요가 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 

이면 당

기 수요 최대 시점은 
일 것이고, 그 반대이면 당기 수요 최대 

시점은 
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값이 
보다 클 경우, 레짐 1에서는 

에서 당

기 수요가 최대가 될 것이고, 레짐 2에서는  에서 당기 수요가 

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 이면, 최대 시점은 



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가 최대 시점이 된다. 
와 의 관계

에 따라 확산 곡선의 패턴을 나눈 것이 <Table 1>에 나와 있다. 

3.2 당기 수요의 도약시점 분석

 도약 시점은 당기 수요 최대 시점처럼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다. 즉, 이론상으로는 당기 수요 곡선의 첫 번째 변곡점을 나

타내지만, 실제 수요 자료에서는 이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Golder and Tellis(1997)는 도약 시점을 판별하는 휴리스

틱 곡선을 도입하기도 하고, 이론적인 변곡점을 전후로 해서 

전기 대비 수요증가율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도약시점으로 택

하기도 한다. 또한 Muller and Yogev(2006)는 CD-Time을 도입하

며 도약시점과의 관련성을 보이기도 한다. 일단 우리는 이분

조각 모형에서 이론적인 변곡점과 모두를 도약시점의 후보

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론적인 모형인 Bass모형부터 보자. 당기 

수요의 도약 시점은 Bass모형의 경우, 식 (7)로부터 얻어진다. 

최대시점 분석과 마찬가지로 도약시점 또한 이분조각 Bass모

형을 적용하면 두 개가 생기며, 그 값은 다음과 같다. 


   


 


        (17)

 당기 수요 최대 시점 분석과 마찬가지로 
가 

보다 작다

고 가정하자. 또한 
가 

보다 작고, 
는 

보다 작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가 취하게 되는 값의 경우의 수는 다섯 가

지이다. 첫째,  값이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이다. 이 경우 

이후 시점은 레짐 2가 지배하고, 따라서 
가 도약기 후보점

이 되고, 레짐 1에서는 
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만이 도약기 

후보점이 된다. 따라서 도약 시점과 관련된 시점은  와 
이

다. 둘째,  값이 
보다 크고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를 기점으로 레짐 1과 레짐 2에 
와 

가 모두 

존재 하므로 도약 시점과 관련된 시점은  와 
, 그리고 



이다. 셋째, 값이 
보다 크고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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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풍기 (b) 가스렌지

Figure 1. 선풍기  가스 지 수요 추정 비교(국내제품)

다. 이 경우는 레짐 1이 
를 포함하므로 도약시점과 관련된 

시점은  와 
이다. 넷째  값이 

보다 크고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이다. 이 경우 역시 세 번째와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값이 
보다 큰 경우이다. 이 경우 역시 세 번째와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Table 2>과 같이 와  ,  를 통해 5종의 형

태로 수요곡선을 분류 할 수 있고, 각 형태 별로 도약기 후보군

이 정해진다. 

4. 실제 데이터 분석

4.1 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국내 28종, 미국 40종으로 가전 및 

IT제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국내 제품 28종은 기계류, 영

상음향기기, 사무기기, 정보통신, 백색가전으로 통계청의 산

업 생산연보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미

국은 IT제품을 중심으로 통신기기, 영상음향기기, 사무기기로 

CES(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의 연간 자료를 사용하였다. 

4.2 국내데이터 분석

국내 데이터 28종을 Bass모형과 이분조각 Bass모형으로 모수

를 추정하였고, 이분조각 Bass모형을 통해 제품의 확산추세가 

바뀌는 시점인 를 도출하였다. 이분조각 Bass모형은 Bass모형

에 비해 MSE가 평균적으로 국내 51.4%, 미국 50.5% 감소하였

고, <Figure 1>과 같이 실제 판매 데이터에 보다 적합함을 알 

수 있다. <Figure 1>의 선풍기 및 가스렌지를 보면 초기 급상

승하는 부분에서 Bass모형은 완만한 상승으로 표현되지만 이

분조각 Bass모형은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다. 이분조각 Bass모

형을 통해 <Table 3>과 같이 , , , 가 추정되었고, 확산

패턴의 변화가 에서 로 바뀌는 시점인 가 도출되

었다.

Van den Bulte and Stefan(2004)는 제품의 확산패턴을 설명하는 

척도로 ,  등의 개별모수보다 

라는 결합모수가 더 적절함

을 보이고 있다. Van den Bulte and Stefan(2004)에 의하면 

가 

클수록 국가 수준에서는 소득 불평등도가 높으며 제품 카테고

리 수준에서는 표준을 경합하는 경쟁도가 더욱 높아진다. 그

런데 이분조각 Bass모형에서는 Bass모형의 

에 대응해서 


, 




 두 개가 있다. 따라서 Van den Bulte and Stefan(2004)의 연구 

내용을 그대로 이분조각 Bass모형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고 하겠다. 일단 본 논문에서는 이들 


, 

 의 모수들이 제

품 카테고리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Table 4>는 미국과 달리 국내 제품은 카테고리별로 




 


 


 가 차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국내 제품

의 확산 형태가 일반적인 S자형에 비해 매우 불규칙하고, 또한 

카테고리 내에서의 

 


 

 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국내 

제품 

 


 

 의 카테고리 내 편차는 통신기기 : 1195464, 

4712514, 6057, 기계류 : 394, 72052099, 0.17, 영상음향기기 : 

141, 184, 158, 사무기기 : 497 810 476, 백색가전 : 68, 3749, 178).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국내 제품의 경우, 비교 유

추법에 의한 수요예측 방법은 신중히 사용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Figure 2>의 국내 제품 용도별 를 보면 사무기기가 7.5년

으로 빨랐다. 이는 외부적 영향이 적고 제품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다. 망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영향이 높은 통신기기

의 경우, 평균 10년 이상의 값을 갖는다. 또한 <Figure 2>는 

제품출시 시점에 따라 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품 출시 시점이 1990년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 제품으로 나누

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1990년을 기점으로 t-검정을 하면 

값이 작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인터넷과 케이

블 TV등의 발달로 인해 제품초기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여 
값이 작아졌다고 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제품일 경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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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국내 및 미국 제품 분석 결과(Bass모형, 이분조각 Bass모형) 

(a) 제품 카테고리별  평균 및 표준편차  (b) 출시년도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

Figure 2. 제품카테고리 및 출시년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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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otal CD player  VCR Deck 수요 추정 비교(미국제품)

Table 5. 국내 및 미국 제품의 형태에 따른 당기 수요 최대 시점 분류

항목 국가 타입 제품

최대 
수요

국내 Ⅰ

A1 25종(89%)
28종 

(100%)
A2 전자복사기, 광케이블, 팩시밀리, 3종(11%)

미국
Ⅰ

A1 31종(79.5%)
39종

(97.5%)
A2

Projection TV, VCR combination, Digital TV set, 

Fax, Plasma TV, Navigation, MP3, VCR, 8종(20.5%)

ⅡA Projection Sets and Monitors, 1종(2.5%)

Figure 4. 국내  미국제품 제품별 비교

산패턴의 변화가 빠름을 나타낸다.

   Table 4. 국내 및 미국 제품의 카테고리별 분산분석 결과

(유의 수준 : 0.05)

모수 P값(F값) : 국내 제품 모수 P값(F값) : 미국 제품




0.366(1.14) 


0.002(7.34)




0.382(1.10) 


0.003(6.96)




0.667(0.60) 


0.002(7.36)

 0.266(1.40)  0.091(2.58)

 4.3 미국 데이터 분석

미국 전기 전자 제품 40종을 분석 하였고 통신, 영상음향, 사

무기기로 나누었다. 국내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기존 Bass모형

과 이분조각 Bass모형으로 분석하여 <Table 3>과 같이 모수를 

도출하였다. 기존 Bass모형 대비 MSE은 평균 50.5% 감소하였

다(국내 51.4%). 미국 제품의 경우, 카테고리별 

 


 


 

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에서와 같이 카테

고리별로 


, 


, 


가 유의하고, 는 유의하지 않았다(P = 

0.091, F = 2.58). 

미국 제품은 의 경우, 평균 8년으로 국내 제품(기계, 가정용 

기기 포함 28종)의 10년보다 작았으며, 제품출시년도에 따른 

비교에서는 국내와 달리 출시년도에 따른 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통신, 영상음향, 사무기기를 비교하면 국내와 동일하

게 사무기기의 가 6년으로 가장 빨랐다(국내 7.5년). <Figure 

4>는 국내 및 미국제품의 카테고리별 비교이다. 

4.4 당기 수요 최대 시점에 따른 확산패턴 분석 

이분조각 Bass모형에서 확산패턴은 를 기준으로 두 개의 패

턴으로 나눠지며, 이 둘이 결합되어 생성되는 전체적인 확산

패턴은 <Table 1>에서와 같이 당기 수요 최대 시점과 와의 

관계로부터 결정된다. 국내와 미국 제품 68종을 분석한 결과 

타입 Ⅲ의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타입 Ⅱ인 Projection Sets and 

Monitors를 제외하고, 67종이 <Table 5>와 같이 가 
, 

보

다 작은 타입Ⅰ-A1과 A2에 해당 되었고, 타입Ⅰ-A1이 국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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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국내 및 미국 제품의 형태에 따른 도약기 분류

항목 국가 타입  제품

도약기

국내

Ⅰ

선반, 프레스기, 엘리베이터, 흑백티비, 컬러티비, 녹음기, 선풍기, 세탁기, 전기밥솥, 가스렌지, 

전자레인지, 영상녹화재생기, 광케이블, 캠코더, 전화기, 전기냉장고, 타자기, 전자복사기, CDP, 

도메인등록, 이동전화등록, 경운기, 전축, 키폰전화기, 자판기, 25종(89.3%)

Ⅱ 기계내연기관, 1종(3.6%) 

Ⅲ 팩시밀리, 전자계산기, 2종(7.1%)

미국

Ⅰ

Aftermarket Remote Controls, Analog Color TV, Analog Color TV with Stereo, Analog Handheld LCD 

Color TV, Camcorders, Cellular Phones, Corded Telephones, Digital Cameras, Fax Machines, Modems/Fax 

Modems, Personal Computers, Plasma DTV, Portable CD Equipment, Telephone Answering Devices, 

Total CD Players, VCR Decks, Blank Videocassettes, Cordless Telephones, DBS Satellite, Digital TV Sets 

and Monitors, Monochrome TV, Portable MP3 Players, VCR Decks with Stereo, Aftermarket PC 

Monitors, 24종(60%)

Ⅱ
Analog Handheld LCD Monochrome TV, Analog Projection TV, DVD Players /Recorders, LCD TV 

(Digital and analog), 4종(10%)

Ⅲ

Analog TV/VCR Combinations, Blank Audio Cassette, Family Radio Devices, Rack Audio Systems, 

Videocassette Players, Home Theater-in-a-Box, Personal Wordprocessors, Portable Tape and Radio/Tape 

Players, 8종(20%)

Ⅳ Digital Projection Sets and Monitors, 1종(2.5%)

예외 Compact system, Printers, Portable navigation, 3종(7.5%)

종, 미국 31종이며, 타입Ⅰ-A2가 국내 3종, 미국 8종이 해당되

었다. 즉, 를 전후로 레짐1에서는 가 최대시점이 되고, 레짐

2에서는 
가 최대시점이 되었다. 레짐 1, 2를 합친 전구간의 

경우, 전제품이 
에서 당기 최대 시점이 나타났다. Projection 

Sets Monitors만 유일하게 
    

이며, 전체의 당기 최대 

시점은 
에서 나타났다. Projection Sets Monitors의 확산패턴 곡

선은 타입Ⅱ-A에 해당된다. 

타입Ⅰ-A1은 제품의 당기 수요가 증가하다 일정 시점 주춤

하거나 감소하고 이후 다시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타입Ⅰ-A2

는 수요가 미비하다가  시점에서 크게 증가 하는 패턴을 의미

한다. 이에 관련된 시점 를 기준으로 이론적인 모형의 확산계

수가 변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시점 를 기준으로 제품 수요

에 관련된 시장이 초기시장(Early Market)에서 주류시장(Main 

Market)으로 바뀌는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초기시장과 

주류시장에 있어 각 시장 참여자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태도

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면(Van den Bulte and Joshi, 

2007), 이 시점을 중심으로 가격 및 광고 등의 마케팅 전략이 달

라져야 할 것이다. 즉,  이전에는 성능에 중점을 둔 광고와 높

은 가격 전략을 고수하는 반면, 이후에는 품질 및 A/S에 중점

을 둔 광고와 낮은 가격 전략을 취해야 한다. 

4.5 도약 시점에 따른 확산패턴 분석 

제품의 확산 모형에서 도약기 분석은 중요하다. 이는 제품

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제품의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기이며, 제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에 따른 투

자시점도 도약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도약기는 3.2

절과 같이 형태에 따라 5가지로 분류 가능하며, 레짐1에 
, 


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즉 타입Ⅰ는 도약기로 , 

를 고

려하고, 타입 Ⅱ는 , 
, 

모두를 고려하며, 타입 Ⅲ, Ⅳ, Ⅴ

는 , 
를 고려한다. 분석결과 <Table 6>와 같이 국내제품 

25종이 타입Ⅰ에 포함되었으며, 기계내연기관이 타입 Ⅱ, 팩시

밀리와 전자계산기가 타입 Ⅲ에 분류 되었다. 미국 제품은 타

입Ⅰ이 24종, 타입 Ⅱ가 4종, 타입 Ⅲ이 8종, 타입 Ⅳ가 1종으로 

분류 되었다. 미국제품은 국내보다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 반

면 국내는 28종 중 25종이 타입Ⅰ에 분류되었다. 타입Ⅰ의 경

우 국내 25종, 미국 24종 타입 Ⅱ는 국내 1종, 미국 4종, 타입 Ⅲ

은 국내 2종 미국 8종, 마지막 타입Ⅳ에서는 미국 1종이 분류되

었으며 Compact system외 2종이 예외로 모든 타입에 속하지 않

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도약기를 분류할 때 설정한 가정이 성

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도약기의 경우 타입Ⅰ에 49종의 제품이 

포함되어 레짐 1에 
, 

가 존재 하였다. <Table 7>은 타입

별 , 
, 

에 있어 변화율과 침투율이다. 변화율과 침투율

은 아래와 같이 정의 하였고 도입기에서의 수요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해 계산되었다. 

 변화율   전년도당기수요
금년도당기수요전년도당기수요 

 침투율 잠재수요
시점의누적수요

타입Ⅰ에서는 , 
중 도약기를 선정하고, 타입Ⅱ에서는 

, 
, 

, 타입 Ⅲ과 Ⅳ에서는 , 
중 에서 도약기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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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국내 및 미국 제품의 형태에 따른 도약기 선정

하였다. 도약기는 타입에 따라 , 
, 

중에 변화율이 높은 

것을 도약기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약기를 살펴보면, 국내

와 미국 제품 68종에 있어, 가 32종(47%), 
이 22종(32%), 


가 30종(44%)으로 대부분 가 도약기로 선정되었다.

각 경우를 합산해서 100%가 넘는 이유는 와 
 그리고 


가 서로 같은 값을 갖는 경우가 있어서 도약기로 동시에 선

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에서의 변화율(평균 46%)은 


, 

비해 높았고, 에서 침투율(평균 19%)은 
, 

비해 

낮았다. 이는 제품 확산에 있어 가 초반에 존재하며, 이러한 

변화는 가 확산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 도약기와 근사함을 

나타낸다.

도약기의 평균은 국내의 경우, 통신기기 10.6년, 기계류 13.4

년, 영상음향기기 8.9년, 사무기기 9.4년, 백색가전 13.5년이고, 

미국은 통신기기 13.2년, 영상음향기기 8.1년, 사무기기 5.7년

으로 와 마찬가지로 사무기기가 중요도가 높고, 망외부성이 

작아 빨랐으며, 반면에 망외부성이 존재하는 통신기기가 10.6

년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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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분조각 Bass모형을 통해 국내 28종, 미국 40종의 제품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기존의 Bass모형에 비해 MSE 감소율이 

평균 국내 51.4%, 미국 50.5% 감소하였다. 


, 


, 


,  값을 

분석한 결과, 미국 제품 카테고리에 있어 카테고리 간 


, 


, 




가 유의하였고, 국내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분석 결과, 국내의 경우, 제품 출시 시점이 1990년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 제품으로 나누면 1990년 이후의 제품이 

이전 제품보다  값이 작았다. 이는 인터넷, TV광고 등의 효과

로 수요의 변화가 이전보다 빨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품의 카테고리별 비교에서는 사무기기의 값이 다른 제품에 

비해 국내 7.5년, 미국 5.7년으로 모두 빨랐다. 이는 사무기기의 

경우, 다른 제품에 비해 수요패턴의 변화가 빨라 시장에서 확

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당기 최대 시점 분석은 확산패턴을  중심으로 레짐 1

과 레짐 2로 나누어 3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68종의 제품을 분석하였다. 당기 최대 시점의 경우 Digital 

Projection Sets and Monitors를 제외한 전제품이 타입Ⅰ-A1,Ⅰ-A2

로 분류되었고, 타입Ⅰ-A1이 국내 25종, 미국 31종이며, 타입Ⅰ

-A2이 국내 3종, 미국 11종으로 분류되어 가 
, 

보다 빠름

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요패턴의 변화가 당기 최대 시점 이전에 

발생함을 나타낸다. 

넷째, 도약기 분석 또한 를 중심으로 레짐 1과 레짐 2로 나눌 

경우, 5가지 타입이 도출된다. 도약기분석 결과, 국내 제품은, 

타입Ⅰ 25종(89.3%), 타입Ⅱ 1종(3.6%), 타입Ⅲ 2종(7.1%)이고, 

미국 제품의 경우, 타입Ⅰ 24종(60%), 타입Ⅱ 4종(10%), 타입Ⅲ 

8종(20%), 타입Ⅳ 1종(2.5%), 예외 3종(7.5%)로 분류 되었다. 도

약기에 있어 가 선정된 것은 미국과 국내 제품을 합해서 보

면, 32종(47%)로 
, 

보다 높았다. 또한 시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46%로 
, 

에 비해 높고, 평균 침투율은 19%이었

다. 이는 신제품의 확산패턴의 형태와 도약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분조각 Bass모형이 매우 유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

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제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당기 최대 수요와 관련하여 거

의 모든 제품이 타입Ⅰ로 판명된 사실은 를 중심으로 시장의 

성격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초기에 혁신가(Innovator)

나 조기 채택자(Early Adopter)그룹이 시장을 주도하여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판매

증가율이 떨어지다가 초기 다수자(Early Majority)그룹이 시장

에 참여하면서 다시 판매증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을 중심으로 가격이나 광고 등의 마케팅전략이 달라져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규명된 제품 수요의 패턴

은 수요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생산시설 규모 및 투자 시점 

산정에 있어 일정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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