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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형할인 의 확산을 효과 으로 설명하기 해 기업의 정보와 구매

자의 구 으로 확산을 설명하는 Bass모형에 제3의 요소로 공간  향력을 고려하 다. 국

내 형할인 의 확산은 확산 심지인 서울경인지역에서 차 심지인 4개 지역권역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보임에 따라 공간  향이 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

서 공간 으로 구분된 시장 A(확산 심지)가 시장 B( 차 심지)에 미치는 향이 완 히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 A가 시장 B에 미치는 공간  향을 다국가확산모형

(multinational diffusion model)을 확장한 공간확산모형(spatial diffusion model)을 이용하여 

정의하 다. Bass모형과 공간확산모형의 모수추정을 통해 두 가지 정보 달경로와 련된 

신계수와 모방계수로 확산을 설명하는 Bass모형보다 공간확산모형이 국내 형할인  확

산을 더욱 효과 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신 심지인 서울경인과 4개 지역

권역의 소매환경을 나타내는 개념  거리에 따라 공간확산모형에서 공간 요인의 향력이 

달라질 것이 기 되어 공간확산계수와 소매환경변수간의 상 계를 살펴보았고, 연구결과 

확산 심지에서 차 심지에 한 공간  향력은 차 심지의 소매환경이 확산 심지

의 소매환경과 유사할수록 크다는 것을 밝 내었다.

주제어: 확산, Bass모형, 다국가확산모형, 공간확산모형, 형할인 , 소매환경

********************************************************************************

Ⅰ. 서론

확산은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가 시간에 따라 사회  시스템에 흡수되어

가는 과정이다. 마 에서 확산과정에 

한 연구들은 주로 신제품  서비스에 한 

최  구매자의 수가 S자 모양을 지니

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루어 왔다. 시장 

내의 소비자들이 신제품  서비스를 구매

하는 시 이 다른 것은 이들 소비자들의 

신성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Midgley and Dowling 1978; Rogers 1983).

신제품  서비스의 최  구매자 수

가 S자 모양을 지니고 성장하는 모습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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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모수를 갖는 함수형태로 표 되어 설

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함수를 확산모형이

라 한다. 확산모형들  가장 리 용되

어온 것은 Bass모형(Bass 1969)으로, Bass

모형은 확산과정을 잠재시장규모, 신계수 

 모방계수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신 

신제품에 한 정보 달경로 에서 Bass 

모형의 신계수와 모방계수는 각각 기업에 

의한 정보 달경로와 기존 구매자에 의한 

정보 달경로로 해석된다(Mahajan and Muller 

1979; Mahajan, Muller and Bass 1990). 

즉, Bass모형은 신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와 기

존 구매자에 의한 구 정보라는 두 가지 정

보 달경로를 통해 정보를 한 잠재시장규

모만큼의 소비자들이 해당 신제품  서비

스를 수용해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Bass모형을 확장하여 용된 일부 연구

들에서는 Bass모형의 두 가지 정보 달경

로와 련된 신계수와 모방계수 이외의 

요소가 확산과정에 향을 주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Norton and Bass(1987)의 

다세 제품 확산과정  기존세 제품 구매

자가 후속세 제품을 수용하는 과정, Joo 

and Jun(1996)의 성장-순환치분리확산과정 

 순환치의 역할 등이 이러한 라 할 수 

있으며, 박상 과 신창훈(2006)에서도 비구

매자집단에 의한 구 을 제3의 정보 달경

로로 인식하고 있다.

Bass모형의 두 가지 정보 달경로에 추

가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는  다른 요소로 

다른 시장의 확산과정에 의한 공간  향

을 꼽을 수 있다. 확산과정에 한 마  

연구들  복수의 시장에서의 확산과정에 

한 연구는 다국가확산모형(multinational 

diffusion model)의 형태로 진행되어왔는데, 

다국가확산모형은 두 국가의 확산과정의 차

이를 탐색하기 한 연구와 두 국가의 확산

과정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을 모형화하기 

한 연구로 양분된다(Kumar and Krishnan 

2002). 서로 다른 시장 상호간의 공간  

향은 다국가확산모형  상호작용에 한 

연구들(Putsis, Balasubramanian, Kaplan 

and Sen 1997; Kumar and Krishnan 2002; 

Talukar, Sudhir and Ainslie 2002; 

Everdingen, Aghina and Fok 2005)을 용

하여 살필 수 있다. 이제까지 확산모형에 

한 연구들이 주로 신제품  서비스가 특

정 시장 내에서 시간 축에 따라 확산되는 

과정에 심을 두어온 것에 반하여, 상호작

용을 다룬 다국가확산모형은 서로 다른 시

장 상호간의 향이 완 히 통제되지 못하

는 상황에서는 특정 시장 내에서의 확산과

정에 인 한 다른 시장에서의 확산과정이 

미치는 향을 효과 으로 반 할 수 있다.

한편, 특정 소매업태가 특정 지역 내에서 

포의 수를 늘려나가는 과정은 공 측면에

서 해당 소매기업의 략  의사결정의 결

과이다. 그러나, 새로운 포의 개설은 해당 

지역 소비자들의 신규 포에 한 필요가 

충분한지가 우선 검토된 다음 결정될 문제

이고, 추가 인 포의 증설도 기존 포들

에 한 해당 지역 소비자들의 이용실  등

이 반 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소매업태가 특정 지역 내에서 

포의 수를 늘려나가는 과정은 수요측면에서 

해당 지역이 소비 주체로서 해당 업태를 수

용해가는 결과로 소매수명주기를 따라 확산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소매업태

의 확산은 확산의 심지에서 우선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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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형할인 의 확산

고 이후 차 심지로 확산되는 형태를 보

임에 따라 공간  향이 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확산과정에서 공간  향을 

모형화하기 해 상호작용을 다룬 다국가확산

모형을 용한 공간확산모형(spatial diffusion 

model)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 

형할인  확산과정에 한 공간  향을 

탐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본 연

구의 배경을 국내 형할인 의 성장과 확

산모형, 다국가확산모형  공간확산모형 

등을 심으로 살펴보고, Ⅲ장에서 본 연구

에서 용할 공간확산모형을 정의하 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정의된 공간확산모형

을 용하여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에

서 공간  향의 유의성과 공간  향과 

소매환경변수간의 연 성을 검증하 다. V장

은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을 정리하 다.

Ⅱ. 연구배경

1. 국내 형할인 의 확산

국내 형할인 은 1993년 11월 12일 이

마트 창동  개  이후 편리한 쇼핑과 렴

한 가격으로 백화 -재래시장-슈퍼마켓-편

의 -구멍가게의 계순으로 안정 (이희연 

2000)이 던 유통시장에 유통업태의 신을 

주도하며 이후 20여 년간 속히 성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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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개 권역별 형할인 의 확산(당해년도 개설 포 수)

1993년 형할인 의 등장이후 국내 

형할인  주요 5개사(신세계 이마트, 삼성 

홈 러스, 롯데마트, 하나로클럽, GS마트)의 

개설 포수는 2009년 12월말 기 으로 347개

에 이르고 있다(한국체인스토어 회 2010). 

<그림 1>은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1993년 할인 의 등

장이후 격히 성장하여 2001년을 정 으로 

둔화되는 듯하다가 2004년 이후 다소 성장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5년 이

마트 양재 과 같이 형할인 이 백화  

수 의 와인 문 과 헤어  등과 같은 

문 을 할인  내에 입  시킴으로써 단순 

식품  생필품을 매하는 최 의 형할

인  형태에서 벗어나 복합  쇼핑을 지향

할 수 있는 업태로 변화하여 운 형태가 진

화된 형할인 의 개설이 부분 으로 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국내 형할인  포화(산업연구원 2006)에 따

라 국내에서는 SSM(super super market)

과 같은 신유통업태의 보 과 국내개 보다

는 외국지 개  략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

림 2>는 <그림 1>에 나타난 국내 형할

인 의 확산과정을 상 으로 포수가 

고 다른 지역에 포함시키기에 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이는 강원지역과 제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서울․경인지역(이하 

서울경인), 부산․경남지역(이하 부산경남), 

구․울산․경북지역(이하 구경북), 

주․ 라지역(이하 주 라), ․충청지

역(이하 충청) 등 5개 권역별로 구분하

여 나타내고 있다.

5개 권역별로 형할인 이 최 로 출

한 시기는 서울경인이 1993년으로 가장 앞

서고, 충청이 1996년, 부산경남, 구경

북, 주 라 등은 1997년으로, 국내 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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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 도입은 서울경인에서 시작되고 나머

지 4개 지역권역에는 서울경인에 비해 3～4

년 늦게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권역

별로 출 기의 확산속도를 비교해보면, 

서울경인은 출  3년차까지의  포수

가 5개인데 반해 나머지 4개 지역권의 출  

3년차까지의  포수는 최소 4개(

충청)부터 최  7개( 구경북)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형할인 의 확산

과정을 5개 권역별로 나 어서 살펴본 결과 

형할인 은 서울경인에서 우선 도입되어 

확산되기 시작했고, 나머지 4개 지역권역은 

상 으로 도입시기는 늦었지만 확산속도

는 서울경인보다 빠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확산 심지인 서울경인에 비해 차

심지인 4개 지역권역의 확산속도가 빠른 

상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소개될 5개 

권역별로 나 어 추정한 확산모형을 통해서

도 확인될 수 있다.

확산 심지인 서울경인에 비해 차 심

지인 4개 지역권역의 확산속도가 빠른 상

은 해당 유통업자의 확산 략 에서 서

울경인을 테스트마켓으로 우선 활용한 다음 

4개 지역권역에 본격 으로 진출하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수요 측면에서 

확산 심지인 서울경인에 처음 등장한 형

할인 에 한 정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채 을 통해 확산되어 차 심지인 4

개 지역권역에도 향을 으로써 4개 지역

권역에서 형할인 에 한 욕구가 증가한 

때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차 심지

에서의 확산은 해당 차 심지의 시장요인

뿐만 아니라 인 한 확산 심지에서의 확산

과정의 향(즉, 공간  향)을 받음으로써 

차 심지에서의 확산속도가 확산 심지에

서의 확산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공간확산에는 확산 심지

와 차 심지 간의 거리가 향을 미치고, 

두 지역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간  요

인의 향력이 커지게 된다(Hudson 1969). 

이 때 두 지역 간의 거리는 물리  거리보

다 인구규모, 경제규모 등과 같은 소매환경

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개념  거리가 더 

시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형할인  확

산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공간확산 을 

포함하여 확산 심지라 할 수 있는 서울경

인과 차 심지인 4개 지역권역에서의 확

산과정의 차이를 효과 으로 반 하기 한 

공간확산모형(spatial diffusion model)을 정

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에서 각 지역별 소매환경변수들을 

심으로 지역 (즉, 공간 ) 특성이 미치는 

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소매수명주기와 확산모형

<그림 1>의 국내 형할인 의 확산은 

 포수가 S자 모습으로 증가하는 형

태를 보인다. 신제품이 제품수명주기를 따

라 S자 모습을 나타내며 확산되는 것과 유

사하게 특정 소매업태가 S자 모습을 따라 

확산되는 것은 소매수명주기(retail life 

cycle)로 설명될 수 있다. 소매수명주기이론

은 소매업태의 변화를 설명하는 수 바퀴이

론(McNair 1958)과 아코디언이론(Hollander 

1960)등의 소매진화이론과는 달리 특정 소

매업태의 성장과정을 설명하기 한 이론으

로, 특정 소매업태도 제품수명주기와 같이 

S자 모습의 성장곡선을 가지며 도입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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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Davidson, Bates and Bass 1976)고 주장

하는 이론이다.

일반 으로 특정 소매업태의 확산은 유

통업자 내부의 략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Mayer and Brown(1979)

은 유통업자의 포확산 략을 재의 인

라를 이용하여 근 한 지역으로 포를 확

산시키는 염확산 략과 새로운 도시에 인

라를 확충하여 포를 확장하는 계층확산

략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고, Graff(1998)

는 염확산 략과 계층확산 략을 용하

여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 월마트와 

K마트의 확산 략을 분석하 다. 그러나 

특정 소매업태가 특정 지역에서 최 로 개

설되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해당 지역 소비

자들이 해당 포에 한 필요가 충분한지

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 해당 소매업태에 

한 증설여부와 시기에 한 결정도 해당 

지역 소비자들의 해당 포에 한 이용빈

도가 높아 추가 인 포 증설의 필요를 나

타내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매수명주기를 따라 S자 모양

으로 진행되는 형할인 의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의 신수용 으로 근

하여 확산모형(diffusion model)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마 연구에서 가장 리 이용되는 

표 인 확산모형으로는 Bass모형(Bass 

1969)을 꼽을 수 있는데, Bass모형에서는 

신 신제품이 신효과와 모방효과에 의해 

시장에 침투하여 S자 모습으로 잠재시장규

모에 근해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와 유사하게 특정 소매업태의 도입도 일종

의 신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후의 S자 

모습의 성장도 이러한 신 신업태에 한 

신효과와 모방효과가 작용하여 시장에 침

투해가는 과정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한, 특정 소매업태가 소매수명주기를 

따라 확산되는 과정을 확산모형으로 설명하

기 해서는 신 신업태의 수용주체에 

한 가정이 요구된다. 일반 인 신 신제품

의 확산에서 수용주체는 개별 소비자이며, 

궁극 으로 해당 신 신제품을 수용할 개

별 소비자의 수가 잠재시장규모로 정의된

다. 이에 따라 일반 인 신 신제품의 확

산과정은 잠재시장에 있는 개별 소비자들이 

비구매자집단에서 구매자집단으로 환되는 

과정이다. 이와 달리 신 신업태의 확산은 

특정 지역 내에서 해당 기업의 략  의사

결정의 결과에 의해 포수가 늘어나는 과

정으로 일반 인 신 신제품의 확산과정에

서처럼 수용주체로서의 소비자를 규정하기

가 모호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내에서 신 신

업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수용주체로서 

해당 지역 자체를 의인화하여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 

내에는 특정 신 신업태에 한 개념  지

역 표자가 잠재시장규모만큼 존재하고, 이

들 개념  지역 표자가 신효과와 모방효

과 등의 향을 받아 신 신업태을 수용해

가는 과정에 따라 해당 소매업태의 포수

가 증가해가는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3. 공간확산

앞서 살핀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

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신 신업태가 시

장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확산 심지에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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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다음 확산 심지에서 공간구조에 따라 

거리가 먼 곳으로 차 확산되는 공간확산

(spatial diffusion)에 한 인식이 요구된다.

공간확산(spatial diffusion)이란 어떤 

상이 제한된 원 에서 출발하여 향 받기 

쉬운 집단으로 시간과 공간에 걸쳐 퍼져나

가는 것을 말한다(Hagerstand  1967). 비록 

지리학이나 사회학에 비해 공간확산이란 개

념이 구체 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일

부 마  연구에서도 신제품 확산에 있어 

공간  요성을 다루고 있다(Allaway, 

Berkowits and D'Souza 2003; 윤만희 

1996). 한 마  연구  확산모형에 한 

연구들  공간확산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

인 다국가확산모형에 한 연구가 꾸 히 

이어져 왔다(Putsis, Balasubramanian, Kaplan 

and Sen 1997; Kumar and Krishnan 2002; 

Talukar, Sudhir and Ainslie 2002; 

Everdingen, Aghina and Fok 2005).

공간확산은 소매업태의 신에 한 고

객 반응의 지리학  퍼짐과 침투를 이해하

는데 도움을 주며(Allaway, Berkowits and 

D'Souza 2003), 공간확산 연구는 공간 으

로 규정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자

극에 반응하여 그들의 공간  행동을 조정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모형화 하는 것이다. 

Allaway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형 유

통업체의 새로운 마  로그램이 형할

인 을 기 으로 확산 심지에서 차 심

지로 공간에 따라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밝

혔다. 윤만희(1996)의 연구에서는 비내구재 

신제품의 시ㆍ공간  확산에 한 실증연구

로 확산의 향요인을 외부 향요인( 고, 

가격, 지리  거리)과 내부 향요인(인  상

호작용, 제품 간 상호작용)을 구분하여 

고, 지리 거리가 신제품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공간  확산에 한 연구가 활발한 국내 

지리학분야에서 이희연(2000)은 염확산과 

계층확산을 복합화한 력모델을 용하여 

형할인 의 공간  확산을 분석하 으며, 

형할인 의 확산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인구학 , 경제학 , 성장잠재력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 다. 한 이일훈(2003)의 

연구에서는 력모형을 이용하여 PC방의 

공간  확산을 분석하고 확산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인구규모, 시장규모, 학교규모

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한편 확산모형에 한 연구들 에도 국가

간 확산과정의 차이나 국가간 확산과정의 상

호작용 등에 을 두고 진행된 다국가확산

모형(multinational diffusion model)을 공간

확산 에서 이해할 수 있다. Putsis, 

Balasubramanian, Kaplan and Sen(1997)의 

연구에서는 신제품 확산에 있어 국가간 상호

작용 패턴의 요성을 인지하고 확산에 있어 

국가내 의사소통 뿐 아니라 국가간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혼합행동(mixing behavior)를 모형

화하여 유럽 10개국에서 4개 제품의 확산과

정에 한 외부효과를 분석하 다. Kumar 

and Krishnan(2002)의 연구에서는 유럽 6개

국에서 4개 신제품 확산과정에 한 국가간 

향력을 상호작용효과, lead-lag효과, 

lag-lead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모형화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형할인 의 확산

과정을 분석하기 한 수단으로 시간축에 

따른 확산과정을 다루는 일반 인 확산모형

에 공간  확산을 결합한 공간확산모형

(spatial diffusion model)을 다국가확산모형

을 이용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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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간확산모형의 개념

Ⅲ. 연구모형

1. 공간확산모형

<그림 3>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간확산모형에 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

다. <그림 3>에서와 같이 공간확산모형은 

서로 구분되는 두 시장 A와 B에서 신 신

제품이 확산되는 과정을 각각의 시장에 독

립 으로 작용하는 각각의 외부효과와 내부

효과와 함께 시장 A(확산 심지)의 확산성

과가 시장 B( 차 심지)에 미치는 공간효

과를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3>에서 공간효과를 포함하지 않으

면 서로 구분되는 시장들 간의 향을 고려

하지 않고 각각의 시장에 해 외부효과와 

내부효과만이 독립 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

는 Bass모형(Bass 1969)으로 이해될 수 있

다. Bass(1969)는 t시 이 까지 신 신제

품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가 t시 에 해당 

제품을 구매할 조건부확률인 hazard 함수

(  )를  로 정의한 다음, 시

장에 이러한 소비자가 m명 존재함을 가정하

여 신 신제품에 한 S자 모습의 확산과

정을 모형화하여 식 (1)과 같이 도출되었다.

   


   
            (1)

Bass모형에서 p는 소비자가 자신의 단

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신효과를, q는 기

존 구매자의 비율에 따라 향을 받는 모방

효과를 나타낸다. 신계수(p)와 모방계수

(q)는 신 신제품에 한 정보가 소비자에

게 달되어지는 에서 각각 시장 외부

의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게 고 등을 통

해 달되어지는 정보 달경로와 시장 내부

의 소비자들 간의 구 활동 등을 통해 달

되어지는 정보 달경로로 해석되어 외부효과 

 내부효과로 구분되기도 한다(Mahajan 

and Muller 1979; Mahajan, Muller and 

Bass 1990).

그러나 <그림 3>에서와 같이 공간 으로 

구분된 시장 A가 시장 B에 미치는 향이 

완 히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시장 

A가 시장 B에 미치는 공간효과를 고려한 

공간확산모형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서로 다른 두 국가에서의 신제품 확산을 

다루는 다국가확산모형(multinational diffusion 

model)을 확장하여 용할 수 있다. 다국가

확산모형은 Kumar and Krishnan(200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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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습모형

(learning model), 혼합모형(mixing model) 

 GBM(generalized Bass model)에 기반

한 모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다

국가확산모형은 모두 Bass모형의 hazard 

함수를 근간으로 국가간 향을 추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다국가확산모형은 아니지만 Norton 

and Bass(1987), Joo and Jun(1996), 박상

과 신창훈(2006) 등도 신계수와 모방계수

( 는 시장 외부  내부의 두 가지 정보

달경로) 이외의 요소를 이용하여 확산과정

을 보다 효과 으로 설명하 다. Norton 

and Bass(1986)는 다세 제품에 한 확산

과정을 설명하기 해 기존제품 구매자가 

후속제품을 수용하는 과정에 한 모형을 

개발하 고, Joo and Jun(1996)은 일시 인 

시장환경의 변화에 다소 민감한 내구재의 

확산에서 추세 인 확산경로(growth)와 일

시  수요변화인 순환치(cycle)를 구분하기 

한 확산모형을 개발하 으며, 박상 과 

신창훈(2006)은 확산과정에서 Bass모형에 

포함된 신계수와 모방계수에 의한 외부  

 내부  정보 달경로에 추가하여 신을 

알고 있으나 구매하지 않는 비구매자에 의

한 구 을 제3의 정보 달경로로 인식하고 

Bass모형에 비구매자에 의한 구 을 포함

시키기 한 모형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의 공간확산모형

을 Kumar and Krishnan(2002)에서 구분한 

다국가확산모형  학습모형(learning model)

을 확장하여 다음의 식 (2)와 같이 확산

심지인 시장 A에서의 확산과정과 차 심

지인 시장 B에서의 확산과정별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확산 심지(시장 A)에서의 확산과정:

      


    


        

                 (2a)

차 심지(시장 B)에서의 확산과정:

     


   



    



    

   

    (2b)

식 (2)에서   와  는 각각 시장 A와 

시장 B에서 t시 에 발생된 확산의 수를 

의미하고,   와  는 각각 시장 A와 

시장 B에서 t시 에 발생된 확산의 수

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와 는 각 시장에

서의 외부효과( 신효과)  내부효과(모방

효과)에 한 계수를, 은 각 시장의 잠재

시장규모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는 

시장 A에서의 확산성과가 시장 B의 확산에 

미치는 향을 의미하는 공간효과를 나타내

는 계수이다.

확산 심지(시장 A)에서의 확산과정을 

의미하는 식 (2a)는 Bass모형을 그 로 사

용한 것으로 확산 심지에서는 확산 심지

에서의 외부효과( )와 확산 심지에서의 

내부효과( )에 향을 받아 확산이 이루어

지는 것을 의미하고, 차 심지(시장 B)에

서의 확산과정을 의미하는 식 (2b)는 다국

가확산모형(Kumar and Krishnan 2002)  

Bass모형에 신효과와 모방효과 이외의 

제3의 효과를 추가한 Norton and 

Bass(1987), Joo and Jun(1996), 박상 과 

신창훈(2006) 등의 모형식을 참고하여 차

심지에서의 외부효과()와 차 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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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내부효과()에 의한 향과 함께 확

산 심지(시장 A)에서의 확산성과에 의한 

공간효과()의 향을 받아 확산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 모형화하 다.

한편, 식 (2)는 공간 으로 구분되는 두 

시장에서 한 곳은 확산 심지, 다른 한 곳

은 차 심지인 계를 나타내고 있다. 공

간확산과정은 다수의 확산 심지와 다수의 

차 심지 간의 계로 확장될 수 있다. 

이때 확산 심지 간의 공간  향과 차

심지 간의 공간  향은 없는 것으로 가

정한다면, 식 (2)의 공간확산모형은 다음의 

식 (3)와 같이 확장될 수 있다.

확산 심지(시장 1～I)에서의 확산과정:

    


    
     ,     

∈⋯I               (3a)

차 심지(시장 I+1～I+J)에서의 확산과정:

     


   


  






    


     

,

     ∈⋯I , ∈I ⋯I J

  (3b)

식 (3a)는 I개의 확산 심지들에서의 I개

의 독립 인 Bass모형에 의한 확산과정을 

나타내고, 식 (3b)는 J개의 차 심지들이 

각 시장에서의 독립 인 외부효과와 내부효

과와 함께 I개의 확산 심지들로부터 공간  

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공간확산과정을 나

타내고 있다. 식 (3b)에서 는 확산 심지 

i에서의 확산성과가 차 심지 j에서의 확

산에 미치는 공간효과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식 (3)의 공간확산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을 분

석하고자 한다. 국내 형할인 은 <그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권역별로 순

차 으로 도입되었으며, 차 심지인 부산

경남, 구경북, 주 라, 충청 등 4개 

지방권역에서의 확산은 확산 심지인 서울

경인의 향을 받아 도입 기부터 서울경

인보다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는 형할인

을 처음 도입한 서울경인은 해당 지역에 

한 기업의 정보 달과 지역내 구 에 의

존하여 확산이 이루어진데 반하여, 차

심지인 4개 지방권역에서는 확산 심지에서

의 확산성과에 따른 지역간 구 을 함께 받

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공간확산에서 

신에 한 정보 달 속도는 신을 수용

한 심지로부터의 거리와 수용자가 거주하

고 있는 심지의 계층수 에 의해 결정되

므로(Hudson 1969) 차 심지에 형할인

이 확산될 때 확산을 수용하는 지역의 

신계수와 모방계수 뿐만 아니라 신 심지

의 확산성과에 따른 공간  향력이 발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연

구문제1을 설정한다.

연구문제1: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은 

공간확산모형으로 보다 잘 설

명된다.

한편, 공간확산의 경우 고차 심지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차 심지가 신을 

가장 늦게 수용하므로(Hudson 1969)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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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인 서울경인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

간확산모형에서 공간 요인의 향력이 클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이때 신 심지와 

차 심지 간의 거리는 물리  거리보다 

경제규모나 인구규모와 같은 소매환경의 유

사성을 나타내는 개념  거리가 보다 시

되어, 서울경인과 개념 거리가 가까운 지

방권역일수록 형할인  확산에서 서울경

인의 공간  향을 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

의 연구문제2를 설정한다.

연구문제2: 확산 심지에서 차 심지에 

한 공간  향력은 차 심

지의 소매환경이 확산 심지의 

소매환경과 유사할수록 크다.

Ⅳ. 실증분석

1. 자료  분석방법

1.1 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형할인  확산과정

을 설명하기 해 제안한 공간확산모형을 

이용하여 앞서 설정한 두 가지 연구문제를 

검정하고자 한다. 이를 해 한국체인스토어

회(2010)에서 집계한 2009년 말까지 년도

별 국내 형할인 의 수가 이용되었다. 국

내 형할인 은 1993년 이마트 창동 이 

개설된 이후 2009년 12월까지 국에 총 

407개의 포가 개설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는 이  뉴코아아울렛, 메가마트, 코스트코

홀세일과 같은 특정지역 개 포를 제외한 

이마트, 홈 러스, 롯데마트, 하나로클럽, GS

마트 등 5개 랜드만을 분석 상으로 하

으며, 지역 으로는 공간확산과정을 분석할 

목 으로 국을 주요 권역별로 구분하여 

강원지역과 제주지역을 제외한 5  권역(서

울경기, 부산경남, 구경북, 주 라, 

충청)에 한정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 상 포수는 총 347개로 축소되었다.

1.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된 두 가지 연

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검정하고자 한다.

먼 ,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이 공간

확산모형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된다는 연구

문제1을 검정하기 해서는 식 (3)의 공간확

산모형을 이용하여 국 5개 권역별 형할

인 의 확산과정을 추정하고, 이를 공간  

향을 고려하지 않은 식 (1)의 Bass모형에 

의한 추정결과  식 (3)에 각 시장에서의 

외부효과( 신효과)  내부효과(모방효과)

가 제거되어(즉, 와 가 모두 0으로 제약되

어) 차 심지에서의 확산이 확산 심지로

부터의 향력만으로 설명되어지는 제한된 

공간확산모형 등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 때 

Bass모형은 국을 단일시장으로 둔 모형과 

5개 권역별로 구분된 모형으로 나 어 추정

할 수 있다. 즉, 연구문제1의 검정을 해서

는 국 단일시장 가정에 의한 Bass모형

(Model Ⅰ), 5개 권역별 Bass모형(Model 

Ⅱ), 공간효과만 고려된 제한된 공간확산모

형(Model Ⅲ)  공간확산모형(Model Ⅳ)을 

추정하고, Model Ⅳ가 Model Ⅱ와 Model 

Ⅲ에 비해 유의하게 설명력이 증가하 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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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정하고자 한다. Model Ⅲ, Model Ⅳ의 

공간확산모형을 용하는 과정에서 5개 권

역들  서울경인은 확산 심지로, 나머지 4

개 지방 권역들(부산경남, 구경북, 주

라, 충청)은 차 심지로 가정한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식 (3)의 

I와 J는 각각 1과 4로 정하 다.

다음으로 확산 심지에서 차 심지에 

한 공간  향력은 차 심지의 소매환경

이 확산 심지의 소매환경과 유사할수록 크

다는 연구문제2를 검정하기 해서는 연구문

제1을 검정하기 해 추정된 공간확산모형

(Model Ⅳ)에서 4개 지방 권역들이 서울경인

의 공간  향을 받는 정도인 공간확산계수

()와 각 권역별 소매환경변수들  이들 소

매환경변수들을 이용하여 추출한 소매환경요

인값 간의 상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모형의 추정  분석

연구문제1을 검정하기 한 단계  모형

들( 국 단일시장 Bass모형(Model Ⅰ), 5개 

권역별 Bass모형(Model Ⅱ), 제한된 공간확

산모형(Model Ⅲ), 공간확산모형(Model 

Ⅳ))에 한 추정은 식 (1)의 Bass모형식과 

식 (3)의 공간확산모형식에 정규분포를 따

르는 오차항이 더해진다고 가정한 다음 

SPSS의 로시  NLR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 <표 1>은 이에 따른 Model Ⅰ～

Model Ⅳ의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1 연구문제1에 한 분석

<표 1>의 Model Ⅰ에서와 같이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을 국 단일시장 Bass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신계수와 모방계수

가 각각 0.017, 0.323, 잠재시장규모는 384개

로 나타났다. 이어서 Model Ⅱ의 5개 권역

별 Bass모형에 한 추정결과 신계수는 

0.019(서울경인)부터 0.05( 구경북)까지, 모

방계수는 0.274( 충청)부터 0.353(부산경

남)까지 추정되었다. Model Ⅱ는 Model Ⅰ

에 비해 총오차제곱합을 43.3% 감소시키고, 

Model Ⅱ의 AIC값(321.4)이 Model Ⅰ의 

AIC값(415,5)보다 낮게 나타나 Model Ⅱ가 

Model Ⅰ에 비해 확산을 설명하기에 합

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은 국을 단일시장으

로 추정하기보다 권역별로 구분하여 추정하

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Model Ⅱ에 한 추정결과에서 주목할 

은 서울경인에 한 신계수와 모방계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 으로 작다는 이다. 

신계수의 경우 5개 권역  서울경인이 가

장 작게 나타났고, 모방계수의 경우에도 서울

경인은 0.28로 5개 권역  가장 작은 충

청과 거의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Model 

Ⅱ의 추정결과를 그 로 해석한다면 서울경

인보다 4개 지방 권역이 형할인 의 수용

에 있어 보다 신 인 성향을 지니고, 

충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방 권역은 지역

내 구 활동도 서울경인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실 인 해석은 4개 지방 권역

의 경우 서울경인에 비해 최 출 시기가 

3～4년 늦음에 따라 서울경인에서 먼  확산

된 형할인 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가

진 상태에서 형할인 을 수용해 가기 때문

일 것이다. 즉, 형할인 이 먼  확산된 서

울경인에서 다른 지방 권역에 시장상호간의 

구  (cross-market WOM (word of mout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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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지역
모수추정a

SSE AICb 
 c   

ModelΙ 국
0.017**

(0.007)

0.323***

(0.053)

384.57***

(26.494)
716.9 415.5

Model Ⅱ

서울경인
0.019**

(0.009) 

0.280

(0.266)

181.06***

(19.024)

406.2 321.4

부산경남
0.044**

(0.024)

0.353***

(0.124)

49.12***

(4.466)

구경북
0.050

(0.265)

0.299**

(0.136)

47.08***

(5.557)

주 라
0.024*

(0.015)

0.310
***

(0.099)

50.73
***

(7.350)

충청
0.032

(0.032)

0.274

(0.205)

42.76***

(13.730)

ModelⅢ

서울경인
0.019**

(0.009) 

0.280

(0.266)

181.06***

(19.024)

384.8 309.0
3.793d

p=0.434

부산경남
0.486

(0.964)

48.86
***

(4.322)

구경북
0.501

(0.771)

45.423***

(3.879)

주 라
0.223

(0.416)

56.74*

(35.972)

충청
0.364

(0.712)

40.77***

(10.592)

ModelⅣ

서울경인
0.019**

(0.009)

0.280

(0.266)

181.06***

(19.024)

320.4 299.3

16.598
e

p=0.002

12.805f

p=0.119

부산경남
-0.082

***

(0.045)

-1.466***

(0.524)

1.804***

(0.613)

57.29***

(11.044)

구경북
-0.057*

(0.039)

-1.212
**

(0.457)

1.737
***

(0.551)

48.84
***

(5.621)

주 라
0.090**

(0.043)

1.583**

(0.717)

-1.121*

(0.686)

42.96***

(2.446)

충청
-0.001

(0.014)

-0.880*

(0.535)

0.273

(1.248)

150.04

(602.09)

호( )안은 표 오차; 
* P<0.1, **P<0.05, ***P<0.01

a: =시장의 외부효과( 신계수), =시장의 내부효과(모방계수), =확산 심지에서 차 심지로의 

공간 효과(공간계수), =잠재시장규모(잠재 포 최 수)

b: log , 단 k는 모수수, L은 우도비 (Sakamoto, Ishiguro and Kitagawa 1986)

c: log













∼(자유도는 비교모형 간의 모수수의 차이)

d: Model Ⅲ와 Model Ⅱ간의 우도비(Model Ⅲ/Model Ⅱ) 통계량

e: Model Ⅳ와 Model Ⅱ간의 우도비(Model Ⅳ/Model Ⅱ) 통계량

f: Model Ⅳ와 Model Ⅲ간의 우도비(Model Ⅳ/Model Ⅲ) 통계량

<표 1> 국내 형할인  확산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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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것이 이를 모형에 반 시키기 

한 모수가 없기 때문에 Bass모형의 신계

수와 모방계수에 더해져 추정됨으로써 4개 

지방 권역에 한 Bass모형의 신계수와 

모방계수가 서울경인에 한 Bass모형의 

신계수와 모방계수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간확산모형의 

도입이 요구된다.

먼  Model Ⅲ은 4개 지방 권역에서의 

확산이 서울경인으로부터의 향력을 나타

내는 공간확산요인()만으로 설명되어지는 

제한된 공간확산모형이다. Model Ⅲ에 

한 추정결과 지방 권역별 공간계수의 크기

는 구경북(0.501), 부산경남(0.486), 충

청(0.364), 주 라(0.223) 순으로 나타났다.  

Model Ⅲ과  Model Ⅱ의 우도함수비에 

한 검정을 한 p-값은 0.434로 나타나 

설명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Model Ⅲ의 AIC값(309.0)은 Model Ⅱ

의 AIC값(321.4) 보다 낮게 나타나 형할

인  확산을 설명함에 있어 Model Ⅲ가 

Model Ⅱ 보다 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Model Ⅳ는 4개 지방 권역에서의 확산

과정에 각 시장에서의 외부효과( 신효과) 

 내부효과(모방효과)와 서울경인으로부터

의 향력을 나타내는 공간확산요인() 등

이 모두 포함된 공간확산모형이다. Model 

Ⅳ에 한 추정결과 공간확산요인()의 추

가로 주 라를 제외한 3개 지방 권역에 

한 확산과정의 신계수와 모방계수는 

Model Ⅱ(권역별 Bass모형)의 신계수와 

모방계수에 비해 크게 감소하 다. 이는 

Model Ⅱ에서 확산 심지인 서울경인에서 

차 심지인 지방 권역에 한 공간  

향이 신계수와 모방계수에 포함되었던 것

이 공간확산요인을 통해 반 되었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Model Ⅳ에서 공간확산계수

()의 추정치는 부산경남(1.804), 구경북

(1.737), 충청(0.273), 주 라(-1.121)

의 순으로 나타나 주 라를 제외한 3개 

지방 권역에서는 형할인 의 확산과정에

서 서울경인으로부터 정(+)의 공간  향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 으로 주

라만이 신계수(0.090), 모방계수(1.583)

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공간확산계수

(-1.121)가 타 지역에 비해 낮아 형할인

이 확산될 때 서울경인 확산과정의 공간

 향보다 주 라의 신효과와 모방효

과가 더 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공간확산계수()의 추정치가 큰 

부산경남, 구경북 그리고 충남의 

신계수(-0.082, -0.057, -0.001)와 모방계수

(-1.466, -1.212, -0.880)는 음(-)의 값을 나

타내는데, 이는 기업에 의한 정보 달  

구 의 향력이 부정 이라고 해석하기 보

다는 이들 두 지역에서는 형할인 의 확

산에 있어 신효과나 모방효과보다 서울경

인 확산과정의 공간  향이 더 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Model Ⅳ는 Model Ⅱ에 비해 총오차제

곱합을 21.1%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우도함수비에 의한 검정에 한 p-값도 

0.0023로 나타나 Model Ⅳ는 Model 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Model Ⅳ의 AIC값(299.3)도 Model Ⅱ의 

AIC값(321.4)에 비해 낮게 나타남에 따라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은 권역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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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개 권역별 형할인  확산과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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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용된 Bass모형보다 공간확산모형

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 Model Ⅳ는 Model Ⅲ에 비

해 총오차제곱합을 16.72% 감소시킨 것으

로 나타났고, AIC값(299.3)도 Model Ⅲ의 

AIC값(309.0)에 비해 낮게 나타나 Model 

Ⅳ의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에 한 

설명력이 본 연구의 비교 모형들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Model 

Ⅳ와 Model Ⅲ간의 우도함수비에 의한 

검정에 한 p-값은 0.119로 두 모형들의 

설명력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4>은 5개 권역권별 형할인 의 

확산과정을 권역별 Bass모형(Model Ⅱ)  

공간확산모형(ModelⅣ)으로 추정한 결과를 

실제값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차

심지인 4개 지방 권역의 경우 Bass모형보

다 공간확산모형이 실제개설 포수에 더 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 까지의 Model Ⅰ( 국 단일시장 

Bass모형), Model Ⅱ(5개 권역별 Bass모

형), Model Ⅲ(제한된 공간확산모형)  

Model Ⅳ(공간확산모형)에 한 분석결과

는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이 공간확산

모형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된다는 연구문제1

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형할인 의 확산에서 차 심지인 지방

권역에서의 확산은 기업의 정보 달( 신효

과)과 해당 지역 내에서의 구 에 의한 정

보 달(모방효과) 뿐 아니라 확산 심지인 

서울경인으로부터의 공간  향도 매우 

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2 연구문제2에 한 분석

확산 심지에서 차 심지에 한 공간  

향력은 차 심지의 소매환경이 확산 심

지의 소매환경과 유사할수록 크다는 연구문

제2를 검정하기 해 <표 1>의 공간확산모

형(Model Ⅳ) 추정결과  공간확산계수()

와 소매환경변수간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 

이때 4개의 지방 권역만을 상으로 상

계를 분석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해서 비

모수통계정보인 순 정보를 함께 고려하 다.

공간확산모형에 의해 차 심지에서의 확

산과정이 해당 지역의 신효과와 모방효과 

뿐 아니라 확산 심지로부터의 공간  향을 

받는다면, 공간확산계수()의 크기는 확산

심지와 차 심지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커질 것으로 기 할 수 있고, 이 때 거리

는 물리  거리보다 인구규모나 경제변수와 

같은 소매환경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개념  

거리를 보다 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희연(2000)은 형할인 의 입지와 련된 

소매환경구조를 분석하기 하여 인구규모를 

포함한 인구학  변수, 사업체수와 고용자수

와 같은 경제활동변수, 그리고 인구증가율을 

통해 성장잠재력변수 등을 고려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소매환경변수로 인구수, 

총사업체수, 산업종사자비율 등의 개별 변

수들과, 이들 개별 소매환경변수들을 통합

한 소매환경요인을 고려하 다. 소매환경요

인은 요인분석을 통해 이들 3개 소매환경변

수들로부터 단일차원으로 추출되었다(분산

비율: 77.78%, 요인 재량: 0.962(인구수), 

0.969(총사업체수), 0.684(산업종사자비율)). 

<표 2>는 공간확산계수()와 소매환경변수 

간의 상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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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인

부산

경남

구

경북

주

라 충청

상 계수

(p-value)

공간확산계수(ϒ)
1.804

(1)

1.304

(2)

-1.120

(4)

0.273

(3)

소매환경요인 1.674
-0.027

(1)

-0.139

(2)

-0.892

(4)

-0.616

(3)

0.986

(0.014)

인구수(천명) 379,482
120,183

(1)

102,970

(2)

91,599

(3)

81,393

(4)

0.700

(0.300)

총사업체수(천개) 1,465,766
467,585

(1)

420,311

(2)

335,408

(3)

309,061

(4)

0.815

(0.185)

산업종사자비율 0.313
0.313

(1)

0.312

(2)

0.272

(4)

0.293

(3)

1.000

(<0.001)

(출처: kosis.kr)

( )안은 서울경인을 제외한 공간확산계수  소매환경변수의 크기에 한 지역별 순

<표 2> 공간확산계수와 소매환경변수 간의 상 분석

<표 2>에서와 같이 공간확산계수()와 소

매환경요인 간의 상 계수는 0.986(p-값

=0.014)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값의 크기에 

한 순 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별 소매환경변수와 공간확산계수간의 

상 계수와 순 정보를 함께 살펴보면, 공

간확산계수()와 인구수나 총사업체수 간의 

상 계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비교  큰 값으로 나타났고, 공간확산계수

()의 크기는 소매환경요인의 크기가 서울

경인과 가까운 순서와 비교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간확산계수() 추

정치가 1.804로 타 3개 권역에 비해 가장 

높은 부산경남의 경우 서울경인의 공간  

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부산경남이 확산 심지인 서울경인과 

소매환경측면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간확산계수

() 추정치가 -1.121인 주 라의 경우 확

산 심지인 서울경인과 소매환경의 유사성

이 타지역에 비해 낮으므로 소매 의 확산

이 일어날 때 확산 심지인 서울경인의 공

간  향보다는 자체시장에 한 내부효과

와 외부효과에 의해 확산이 일어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지 까지의 공간확산계수()와 소매환경

변수 간의 상 분석결과는 확산 심지에서 

차 심지에 한 공간  향력은 차

심지의 소매환경이 확산 심지의 소매환경

과 유사할수록 크다는 연구문제2를 지지한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형할인

의 확산은 확산 심지인 서울경인에서 먼

 시작된 다음, 차 심지인 나머지 4개 

지방 권역에서의 확산은 서울경인과 소매환

경이 유사한 권역일수록 먼  확산된 서울

경인의 공간  향이 보다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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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결과  의의

본 연구에서는 신 신제품이나 서비스

의 확산을 설명하기 한 표 인 확산모

형인 Bass모형(Bass 1969)에 공간확산

(Hagerstand 1967)의 개념을 결합하기 하

여 다국가확산모형(multinational diffusion 

model)(Kumar and Krishnan 2002)을 확장

한 공간확산모형(spatial diffusion model)을 

정의하 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는 다국가확산모형  학습모형(learning 

model)을 확장하여 공간확산모형을 특정 

시장내에서의 신의 확산을 설명하기 하

여 신효과와 모방효과 외에 공간 으로 

분리된 타시장의 확산성과로 인한 공간  

효과를 hazard 함수에 추가하는 형태로 정

의하 다. 실증분석결과 공간확산모형은 국

내 형할인 의 확산을 서울경인, 부산경

남, 구경북, 주 라, 충청 등 5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설명함에 있어 Bass모

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설명력을 보임으

로써, 국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에서 확

산 심지인 서울경인의 확산성과가 차

심지인 지방 권역의 확산성과에 유의한 공

간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형 측면에서 다국가확산모

형을 확장하여 공간확산모형을 정의하여 제

안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지 까지 Bass모형(Bass 1969)은 주로 

단일시장에서 신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확

산되는 과정을 기업의 정보 달에 의한 외

부효과( 는 신효과)와 시장 내 기존 구

매자들이 발생시키는 구 정보에 의한 내부

효과( 는 모방효과)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의 련 연구들에서도 복수시장

에 한 고려는 Sultan, Farley and Lehmann 

(1990)의 메타연구와 같이 각 시장별로 추

정된 확산모형을 비교하는 연구가 부분이

다. 그러나, 방송, 통신, 교통 등의 발달은 

공간 으로 구분된 시장들 간의 연 성을 

 높이고 있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시

장 상호간의 향이 완 히 통제되지 못하

는 실에서, 특정 시장 내에서의 신 신

제품이나 서비스의 확산과정을 효과 으로 

설명하기 해서는 인 한 다른 시장에서의 

확산과정이 미치는 공간  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국가확산모형(Kumar and 

Krishnan 2002)은 이러한 공간  향을 

국가 수 의 시장단 에서 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가확

산모형을 확장하여 Bass모형의 신효과와 

모방효과에 공간효과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공간확산모형(spatial diffusion model)을 제

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공간확산

모형은 연 성이 높은 복수 시장에서 신 

신제품  서비스의 확산 략을 수립할 때 

확산 심지로부터의 공간  향이 높은 

차 심지를 우선 공략함으로써 체 인 확

산속도를 높이는 등 효과 인 확산 략 수

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연구는 소매 리 측면에서도 소

매업태의 확산을 소매수명주기를 따라 발생

하는 시간축에 따른 확산과 공간  확산을 

결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국내 형할

인 의 확산과정은 공간확산모형에 의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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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 설명되었고(연구문제1), 이 과정에서 

확산 심지에서 차 심지에 한 공간  

향력은 차 심지의 소매환경이 확산

심지의 소매환경과 유사할수록 크다(연구문

제2)는 을 실증 으로 보 다. 이러한 결

과는 특정 업태의 포를 확산시키기 한 

과정에서 지역(시장)간 소매환경의 유사성

을 고려하여 보다 최 의 포확산 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 을 제공하

고 있다.

2.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니고 

있어 향후 이들 한계 을 효과 으로 극복

하기 한 연구가 요구된다.

먼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확산모형

을 보다 리 활용하기 해서는 제시된 공

간확산모형을 보다 효과 으로 추정하기 

한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Bass모형의 

경우 Schmittlein and Mahajan(1982) 등에 

의해 최우추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e)를 구하기 한 방법 등이 개발되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회귀에 의해 

추정치를 구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제

시된 공간확산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형할

인 의 확산과정을 설명하 는데, 공간확산

모형의 용 가능성을 보다 다양한 신 신

제품  서비스의 확산과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형할인

의 확산을 확산모형(diffusion model)을 

이용하여 설명하 다. 일반 으로 확산모형

은 신 신제품  서비스가 시장 내의 잠

재소비자들에 의해 수용되어지는 과정을 설

명하기 한 목 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에 형할인 과 같은 특정 업태 포의 확

산은 소매기업의 입지선정 략에 따른 공

자의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이다. 본 연구

에서는 특정 지역내에서 신 신업태가 확산

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자체를 의인화한 

개념  지역 표자가 신 신업태을 수용해

가는 것으로 가정하고 확산모형(diffusion 

model)을 용하 으나, 소매수명주기(retail 

life cycle)를 따라 증가하는 소매 포의 수를 

설명하기 해 확산모형(diffusion model)을 

용하기 한 타당성이 보다 충분히 검토

될 필요가 있다. 한, 특정 소매 포의 확

산이 아니라 개별 소비자들 수 에서 개별 

소비자들이 처음 해당 포를 이용하기 시

작한 시기에 한 자료를 수집하여 신수

용모형으로서의 확산모형을 보다 의미 있게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목 을 특정 소매업태에 

한 소비자들의 이용 측면에서의 공간  

향을 악하는 것에 둔다면, 지역  

포별 매출 자료 등으로 구성된 공간시계열

자료가 지니는 공간자기상 계(spatial 

autocorrelation)에 기 한 공간 ARMA 

(spatial autoregressive and moving 

average)모형(Pfeifer 1990)을 용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에서 국

내 형할인 의 확산과정을 서울경기, 부

산경남, 구경북, 주 라, 충청 등 5

개 권역에 한정하여 분석하 고, 소매환경

변수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에 한정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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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시된 공간확산모형의 용 가능

성을 확인하기 한 목 으로 제한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형할인 ( 는 향후 

개될 신업태)의 소매 리 략을 수립하기 

한 목 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각 지역

들 간의 다양한 공간  향력  이와 

련된 구체 인 소매환경요인들을 분석하기 

한 보다 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후속 연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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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effect on the diffusion of discount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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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Diffusion is process by which an innovation is communicated through certain channel 

overtime among the members of a social system(Rogers 1983). Bass(1969) suggested the 

Bass model describing diffusion process. The Bass model assumes potential adopters of 

innovation are influenced by mass-media and word-of-mouth from communication with 

previous adopters. Various expansions of the Bass model have been conducted. Some of 

them proposed a third factor affecting diffusion. Others proposed multinational diffusion 

model and it stressed interactive effect on diffusion among several countries.

We add a spatial factor in the Bass model as a third communication factor. Because 

of situation where we can not control the interaction between markets, we need to 

consider that diffusion within certain market can be influenced by diffusion in 

contiguous market. 

The process that certain type of retail extends is a result that particular market can 

be described by the retail life cycle. Diffusion of retail has pattern following three 

phases of spatial diffusion: adoption of innovation happens in near the diffusion center 

first, spreads to the vicinity of the diffusing center and then adoption of innovation is 

completed in peripheral areas in saturation stage. So we expect spatial effect to be 

important to describe diffusion of domestic discount store. We define a spatial diffusion 

model using multinational diffusion model and apply it to the diffusion of discount 

store.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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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In this paper, we define a spatial diffusion model and apply it to the diffusion of 

discount store. To define a spatial diffusion model, we expand learning model(Kumar and 

Krishnan 2002) and separate diffusion process in diffusion center(market A) from 

diffusion process in the vicinity of the diffusing center(market B). The proposed spatial 

diffusion model is shown in equation (1a) and (1b). Equation (1a) is the diffusion process 

in diffusion center and equation (1b) is one in the vicinity of the diffusing center.  

    


    
             ∈⋯I      (1a)

     


   


  






    
                     

    ∈⋯I , ∈I⋯I J     (1b)

We rise two research questions. (1) The proposed spatial diffusion model is more 

effective than the Bass model to describe the diffusion of discount stores. (2) The more 

similar retail environment of diffusing center with that of the vicinity of the contiguous 

market is, the larger spatial effect of diffusing center on diffusion of the vicinity of the 

contiguous market is. 

To examine above two questions, we adopt the Bass model to estimate diffusion of 

discount store first. Next spatial diffusion model where spatial factor is added to the 

Bass model is used to estimate it. Finally by comparing Bass model with spatial 

diffusion model, we try to find out which model describes diffusion of discount store 

better. In addition,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imilarity of retail 

environment(conceptual distance) and spatial factor impact with correlation analysis. 

 

Result and Implication

We suggest spatial diffusion model to describe diffusion of discount stores. To examine 

the proposed spatial diffusion model, 347 domestic discount stores are used and we divide 

nation into 5 districts, Seoul-Gyeongin(SG), Busan-Gyeongnam(BG), Daegu-Gyeongbuk(DG), 

Gwan- gju-Jeonla(GJ), Daejeon-Chungcheong(DC), and the result is show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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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istrict
Parameter Estimatesa

SSE AIC 

   

ModelΙ Nation
0.017**

(0.007)

0.323***

(0.053)

384.57***

(26.494)
716.9 415.5

Model Ⅱ

SG
0.019**

(0.009) 

0.280

(0.266)

181.06***

(19.024)

406.2 321.4

BG
0.044**

(0.024)

0.353***

(0.124)

49.12***

(4.466)

DG
0.050

(0.265)

0.299**

(0.136)

47.08***

(5.557)

GJ
0.024*

(0.015)

0.310
***

(0.099)

50.73
***

(7.350)

DC
0.032

(0.032)

0.274

(0.205)

42.76***

(13.730)

ModelⅢ

SG
0.019**

(0.009) 

0.280

(0.266)

181.06***

(19.024)

384.8 309.0
3.793d

p=0.434

BG
0.486

(0.964)

48.86
***

(4.322)

DG
0.501

(0.771)

45.423***

(3.879)

GJ
0.223

(0.416)

56.74*

(35.972)

DC
0.364

(0.712)

40.77***

(10.592)

ModelⅣ

SG
0.019**

(0.009)

0.280

(0.266)

181.06***

(19.024)

320.4 299.3

16.598
c

p=0.002

12.805f

p=0.119

BG
-0.082

***

(0.045)

-1.466***

(0.524)

1.804***

(0.613)

57.29***

(11.044)

DG
-0.057*

(0.039)

-1.212
**

(0.457)

1.737
***

(0.551)

48.84
***

(5.621)

GJ
0.090**

(0.043)

1.583**

(0.717)

-1.121*

(0.686)

42.96***

(2.446)

DC
-0.001

(0.014)

-0.880*

(0.535)

0.273

(1.248)

150.04

(602.09)

( ) standardized error; 
* P<0.1, **P<0.05, ***P<0.01

a: =innovation coefficient, =imitation coefficient, =spatial coefficient, =market potential

b: LR statistic between Model Ⅲ & Model Ⅱ(Model Ⅲ/Model Ⅱ)

c: LR statistic between Model Ⅳ & Model Ⅱ(Model Ⅳ/Model Ⅱ)

d: LR statistic between Model Ⅳ & Model Ⅲ(Model Ⅳ/Model Ⅲ)

<Table 1> Estimation result of diffusion models of discount stores

 

In a result of the Bass model(Ⅰ), the estimates of innovation coefficient() and 

imitation coefficient() are 0.017 and 0.323 respectively. While the estimate of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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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is 384.

A result of the Bass model(Ⅱ) for each district shows the estimates of innovation 

coefficient() in SG is 0.019 and the lowest among 5 areas. This is because SG is the 

diffusion center. The estimates of imitation coefficient() in BG is 0.353 and the highest. 

The imitation coefficient in the vicinity of the diffusing center such as BG is higher 

than that in the diffusing center because much information flows through various paths 

more as diffusion is progressing.

A result of the Bass model(Ⅱ) shows the estimates of innovation coefficient() in SG 

is 0.019 and the lowest among 5 areas. This is because SG is the diffusion center. The 

estimates of imitation coefficient() in BG is 0.353 and the highest. The imitation 

coefficient in the vicinity of the diffusing center such as BG is higher than that in the 

diffusing center because much information flows through various paths more as 

diffusion is progressing.

In a result of spatial diffusion model(Ⅳ), we can notice the changes between 

coefficients of the bass model and those of the spatial diffusion model. Except for GJ, 

the estimates of innovation and imitation coefficients in Model Ⅳ are lower than those 

in Model Ⅱ. The changes of innovation and imitation coefficients are reflected to spatial 

coefficient(). From spatial coefficient() we can infer that when the diffusion in the 

vicinity of the diffusing center occurs, the diffusion is influenced by one in the diffusing 

cent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Bass model(Ⅱ) and the spatial diffusion model(Ⅳ)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distributed likelihood ratio statistic is 

16.598(p=0.0023). Which implies that the spatial diffusion model is more effective than 

the Bass model to describe diffusion of discount stores. So the research question (1) is 

supported.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imilarity of retail environment and spatial effect by using correlation analysis. So the 

research question (2) is also supported.

Key words: Diffusion, Bass Model, Multinational Diffusion Model, Spatial Diffusion 

Model, Discount Store, Retai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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