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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에서 Agent Based Modeling의 활용

정상욱*․고동우*․손동현**

요 약

Agent-Based Model(ABM)은 인위적인 시장 세팅에서 agent들간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

션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computational 모델이다. 따라서, 마켓팅 과학(Marketing 

Science)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모델들에 비해 ABM은 구매 결정에 있어서 소

비자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모델을 적용한 마켓팅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ABM을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이 모델을 이용

한 다양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론1)

마케팅 과학(marketing science)에서의

전통적인 모델들의 기본 가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실제 시장은고객 간의 상호교

류 혹은 상호작용, 구전 효과 등과 같이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고객들은 서

로 제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제품 구매 결정에 크게 영향

을 미친다. 예컨대, 인터넷 리뷰사이트는

점점 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대한 영향

력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마케터들이

SNS 사이트나 파워 블로거들을 구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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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같은 프로모션 도구로 사용하고 있

을 정도이다. 이러한 추세로 비추어 볼

때, 고객 간의 상호 작용이 고객의 구매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마케팅 과학의 모델링 발

달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하겠다. 

Agent-based model(ABM)은 인위적인

시장세팅에서고객간의상호작용을시뮬

레이션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com-

putational 모델이다. 비록 고객 간의 복

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ABM 모델링에 대

해 크게 관심이 있어오긴 했으나, 실제

로 아직까지 많은 논문이 나오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리하여, 여전히 고객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풀리지 않은 질문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떤 모델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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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켜서 그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 기

회가 남아있다고 하겠다. 마케팅 분야에

서 ABM을 적용하는 것은 복잡한 소비

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더 이해하는데 크

게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본 연구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

성되어 있다. 먼저, 고객의 구매 행위와

시장 다이내믹을 모델링하는데 있어서

ABM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

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마케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연구되어

왔는지에 대한 문헌 고찰을 한다. 그리

고는 가능한 마케팅에서의 연구 분야에

대해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ABM

이 마케팅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연구 분야에 대한 토론으

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기존의연구를통해알고 
있는 것

우리는 가상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상

호작용과복잡한시장변동을 Agent-based 

model(ABM)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

고 연구할 수 있다. ABM은 마이크로 레

벨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간단한 가

정을 적용함으로써 매크로 레벨에서 발

생하는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모델링을

가능케 해준다. 예컨대, 조류독감의 전

염이 개개인 간의 어떤 상호 작용과 경

로를 통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기본 전

제를 만든 다음, 전체 사회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

능케 해준다(Gilbert and Troitzsch, 2005). 

ABM 적용의 최대 장점은 개개인 마다

다른상호작용과 결부되어나타나지는매

크로 레벨의 현상에 대한 고찰과 연구를

가능케 해준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ABM

이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은 2006년 Surrey대학에

서 열렸던 워크샵의 발표 중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Special Issue: Agent 

Based Model에 실린 11개의 논문을 바

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신제품 확산

마케팅에서 ABM의 적용이 가능한 한

분야는 바로 신제품 혹은 혁신의 확산이

다. ABM은 연결된 네트워크상에 있는

개개인 소비자들이 신제품 혹은 혁신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결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준다. ABM을

이용하여, 어떤 확산이 성공할 것인가 혹

은 실패할 것인가, 그리고 제품이 언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인가에 대

해 실험해 볼 수 있다. Delre et al.(2007)

는 ABM 모델을 이용하여 신제품의 최

적 타겟팅과 타이밍에 대한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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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혁신 확신(Innovation Diffusion)에 대

한 ABM 모델링은 개인 고객들의 의사

결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개개 고객들은

독특한 그들만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에이전트들(Agents)이며, 이러한 네

트워크상의 연결점들이 바로 고객들이

고, 두 연결점들 간의 각각의 연결은 서

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고객들 간의 관

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에이전트들은 새

로운 제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그리고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에이전트들에 의해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

사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제품의 확

산은 구전효과의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

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제품의 확산을 모델링하기 위

해, Delre et al.(2007)는 개인의 선호에

대한 간단한 가중치 효용함수 (weighted 

utility function)와 타인에 의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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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품 j를 소비할 때 에이전트 i가
얻는 개인의 효용이 식 (1)에서 나타내
고 있는 것처럼 에이전트 i가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효용 수준보다 높다면 새로

운 제품을 받아들인다. 개인 에이전트 i
의 효용은 개인의 선호  

  와 개인의

네트워크상에 따르는 타인의 영향  
  

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소비
자들의 구매 결정에 대한 내적, 외적 영
향은 Bass 모델과 같은 전통적인 확산

모델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개인

i의 네트워크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나
타내고,  

 는 에이전트 i의 개인적 선

호,  
 는 제품 j의 질,  

  는 에이전

트 i의 친구 혹은 이웃의 행동에 대한 민
감도를 결정하는 한계점,  

  에이전트 i

의 네트워크상에서 신제품을 받아들이

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식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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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계점은 개인 고객들이 어느 일정

한 숫자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야만 사회

적 영향력을 받는다고 느끼는 특정 숫자

에 대한 강한 학문적 이론에 바탕을 두

고 있다(Delre et al., 2006; Granovetter 
and Soong, 1986).
제품 확산이 결정되는 시기를 알아내

기 위해, Delre et al.(2007)는 Golder and 
Tellis(1997)와 Tellis(2003)의 아래와 같
은 수식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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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시간 t에 제품을 받아들이

는 에이전트들의 숫자이고, 성장률  
 , 

시장 침투율  
 , 그리고 확산 한계점

 
 이다. 

본 연구는 확산 수용이 개인의 네트

워크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적 확

산과 같은 구전효과에 주로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주로 정리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시장에 대

한 다른 종류의 확산 전략의 영향에 대

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새로운 제품의 프로모션에 대한 확산 전

략의 수립 및 관리에 크게 공헌할 것으

로 기대된다. 

2. 소비자 행동에 대한 지리적
연구(Spatial Analysis)

소비자 행동과 소매의 지리적 구조

(예컨대, 슈퍼마켓까지의 거리와 슈퍼마

켓의 지리구조적 특질들)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Arentze and 

Timmermans, 2005)를 통해서 알려져 있

다. Schenk et al.(2007)은 가족을 에이전

트로 간주하여 특정 지역의 개인들의 쇼

핑행동을 ABM을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했다. 

개인 레벨에서 고객들의 쇼핑 결정

행동들은 식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

타내거나 혹은 유사한 논리에 바탕을 두

고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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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 = 각각의 특질, d = 거리, P = 

선호, A = 특질, s = 수퍼마켓, i = 개인, 

α,β = f와 d의 인지 함수. 

각각 개인 에이전트들은 개인의 선호

와 슈퍼마켓의 특질을 다 같이 고려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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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각 슈퍼마켓들을 평가하게 되고, 

개인과 가게 간의 거리는 개인의 효용

함수에 대해 반비례하는 영향력을 미치

게 된다. 즉 가게와 개인 간의 거리가 멀

어질수록 이러한 영향력은 작아진다고

하겠다. 첫 번째 단계로, 에이전트는 자

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바탕을 두고

개인적 가게 선호를 결정한 후, 식 (9)나

유사한 수식에 바탕을 두고 각각의 가게

를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는 나머지 다른

가게에 대한 총 지출비용을 어떻게 분배

할 것인가를 고려 혹은 결정하게 된다. 

각각의 가게에서의 할당된 지출의 총 합

은 추산된 총매출을 구성하게 되고, 실제

와 추산된 매출 간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Schenk et al.(2007)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인증하였는

데, 이 연구는 얼마나 ABM이 지역에 기

반을 둔 지리 선택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잘 적용될 수 있나를 보여준다. 

3. 타당성 입증 문제

시뮬레이션 모델의 타당성 입증 이슈

들은 종래에도 많이 토론되었었고, 다양

하게 연구되어왔다. 에이전트들이 다들

서로 틀리고, 매크로 레벨에서 새로운 패

턴들이 마이크로 레벨에서의 에이전트들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서 발생하기 때

문에 ABM의 타당성 입증은 쉽지 않다. 

매우 제한된 숫자의 연구들에도 불구하

고, ABM의 타당성 입증 문제는 Garcia 

et al.(2007) and Midgley et al.(2007)에

의해 마케팅에서 토론되어왔다.  

Midgley et al.(2007)는 슈퍼마켓 쇼핑

행동을 예제로 사용하여 모델의 타당성

을 입증하고자 고객, 소매상 그리고 생

산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ABM을 이용하였다. 그들은 세 가지 다

른 종류의 에이전트를 사용하였다: 고객, 

소매상, 그리고 생산자. 개인 고객 레벨

에서는 그들은 구매의 규칙을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개인 고객이 쇼핑을 갈

확률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 개인 고

객, 즉에이전트 i는제품을고려대상(con-

sideration set)으로 삼기 위해 사전학적

규칙(lexicographic rule)을 제품 구매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정적인 방법(compen-

satory rule)을 따른다. 고객과 틀리게, 소

매상과생산자들은이윤을창출하는데, 이

들은 상호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 서로간의 결정을 완전히 알고 있다.

Midgley et al.(2007)가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이슈는 소프트웨어와 모델의 실

증적인 입증에 관련이 있는데, 그들은

ABM의비선형적인특질과 Genetic Algo-

rithm(GA) Algorithm의 일관성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Garcia et al.(2007)는 어떻게

ABM 마케팅 모델들이 실제 데이터 상에

서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해서 연구하였다. History friendly model 

(HFMs)을 함께 이용하여, 그들은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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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을 살펴보았다. 잠정적인 시뮬

레이션의 결과는 경쟁 관계에 있는 와인

생산자들이 어떻게 협력체계를 갖춤으

로써 상호 이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준다. 

4. 질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대칭
정보

Izquierdo and Izquierdo(2007)는 고객

들의 제품 질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ABM을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있다. 

비대칭 정보 하에서 제품 질의 불확실

성과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효과

는 고전 경제학에서 널리 연구된 반면, 

Izquierdo and Izquierdo(2007)는 단지 비

대칭 정보 하에서 개인 고객의 제품 질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들의 모델은 구매자로 하여금 그들의

과거 경험에서 제품의 질에 대해서 배우

게 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그들의

친구로부터도 제품의 질에 대해서 배울

수있다는것을가정하고있다. 특히, 사회

적 배움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구매자

들의 연결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그들

은 제품의 질에 대한 불확성실이 네트워

크상의 연결된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으로

인해줄어든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시장

의 상호작용은 가격과 시장 효율성에 대

해긍정적으로작용한다는것을보여줬다. 

Izquierdo and Izquierdo(2007)는 제품

의 질의 다양성이 시장에 대해 가지는 영

향에 대한 분석에 대해 고전 경제학보다

더욱 일반적인 분석의 툴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전 경제학 분석은 제품

질 불확실성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것

으로는보이지않는비대칭적정보와 역선

택 분석에 적용되어 왔지만, ABM은 개

인 레벨의 행동에 기반을 두고 시장의 다

이내믹을 보여주기에 훨씬 더 적합하다.

Ⅲ. 우리가 ABM을 통해
알고 싶은 것들

이 섹션에서는 현재의 ABM 연구들이

부족해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복

잡한 이슈들이 ABM 분석에서 많이 대두

되지만, 많은 부분들이 아직 풀리지 않았

거나 이슈화되지 않았다. 컴퓨터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의 최근 발달은 많은 연

구자들에게 ABM을 마케팅 연구에 적용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ABM이 다른 종류의 시장 하에서 다른

종류의 프로모션 전략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유연한 모델을 제공해주기는 하지

만, 그에따른 너무 많은매개변수를 사용

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Delre et al., 2007). 일관성있고신뢰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변수들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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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을 바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서

베이와 실험을 이용하면 매개변수들의 숫

자를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더욱

논리적인 가정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고객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러

한 상호작용의 과정과 시장에 대한 영향

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마케팅 연구들은

게임이론과 같은 이론적 모델들을 사용하

여왔다. 비록우리가고객간의상호작용

을 이해하고, 모델링하기 위해 게임 이론

을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분석

모델들은 한계를 뚜렷이 가지고 있어서

적용에 조금은 신중해야 한다. 게임 이론

의 경우는 오래된 기간의 현상보다는 하

나 혹은 두 개의 기간의 게임만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델상의 한계는 매우

제한되고 부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의 분석적

인 게임이론 방법론은 고객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완전한 그림을 제공할 수 없

다고 하겠다. 사회과학에서 ABM의 여러

가지 발달과 성공적인 적용은 이러한 게

임이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

안으로써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하겠다.

ABM은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여 여

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ABM은 무

엇보다 개인 레벨의 데이터를 획득하기

힘든 마케팅의 여러 분야에서 시뮬레이

션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이론들을 테스

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ABM은 왜 특정한 현상들이 매크로 레

벨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들

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Structural equation model(SEM)과 같은

모델들도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줄 수

있겠지만, ABM은 SEM과 비교하여 보

다 유연함을 제공한다. ABM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적용가능성이다. ABM을

이용하여, 우리는 다양한 ‘what if(…라면

어떻게 될까?)’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을

할 수 있다. 마케팅에서 ABM 모델의 적

용은 고객의 구매 결정과정과 시장레벨

결과에 대해 더욱 완전하고 다이내믹한

이해를 도와준다. 우리는 게임이론과 같

은 분석 모델보다는 개인 고객의 행동에

대한 마케팅 이론의 이해에 ABM을 통

해보다 폭넓고 다양하게접근할수있다. 

대부분의 마케팅 사이언스 모델들은 top 

down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ABM

은 다양한 개인 고객들의 행동에 기반을

둔 bottom up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

복잡한 개인 고객들의 행동이 전체 시장

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보

다 완전한 그림을 제공해 준다 하겠다.  

Ⅳ.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마케팅 분야에서의

ABM 적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고

ABM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126 정상욱․고동우․손동현 글로벌경영연구

로 생각되는 미래 연구 분야와 적용가능

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ABM의 유연

성은 고객의 행동에 대한 실증적인 마케

팅 모델러들에게 다양한 연구 기회를 제

공한다. 특히 고객 간의 상호작용에 대

한 ABM 모델링은 개인 고객들의 제품

구매 결정 과정과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 보다 완벽한 그림을 제공해준다 하

겠다. ABM을 이용한 더 많은 연구는 개

인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 고객 간의 상

호작용과 시장 다이내믹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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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Based Modeling:

Application of Agent Based Modeling in Marketing

Sanguk Jung*․Dongwoo Ko*․Dong Hyun Son**

Abstract

Agent-Based Model (ABM) is a computational model which makes it possible to si-
mulate an interaction among agents under an artificially-constructed market setting. 
Accordingly, compared to traditional models widely used in Marketing Science, ABM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understanding in depth an intricate interaction among cus-
tomers in their purchasing decisions. Despite its potential, ABM has not been exten-
sively applied in Marketing research area. Thu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
gest various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using ABM as a main modelling tool by re-
viewing previous related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