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경제학석사학위논문

한국의 조달경매에서 사용하는

상호의존적인 점수산정 방식의

균형 분석

2019 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강 형 준



한국의 조달경매에서 사용하는 상호의존적인

점수산정 방식의 균형 분석

지도교수 김 진 우

이 논문을 강형준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 제 학 부(경제학 전공)

강 형 준

강형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 년 1월

위 원 장 이 인 호 (인)

부 위 원 장 김 진 우 (인)

위 원 주 병 기 (인)



논 문 초 록 

1. 국문요약(국문초록)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호의존적인 점

수제 경매에 관해 분석한다. 이 경매에서 기업들은 가격과 품질을 함

께 입찰하며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의 가중합이 가장 큰 기업이 낙찰

된다. 이때, 가격에 대한 점수는 상호의존적으로 결정되어 한 입찰자

의 입찰정보가 다른 입찰자의 점수를 변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의

상호의존적 점수제 경매의 경우 균형은 매개변수의 값에 따라 세 가

지로 나뉘며, 모든 기업이 최고가격을 입찰하는 균형, 최저품질을 입

찰하는 균형,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균형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한국의 상호의존적 점수제 경매는

기업들의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며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왜곡

되기 쉽다는 점을 함의한다.

……………………………………

주요어 : 점수제 경매, 상호의존적 경매

학  번 : 2017-27832



2. 외국어초록(Abstract)

Abstract

Equilibrium Analysis of Korean interdependent

scoring auction

Hyoung Jun Kang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Korean interdependent scoring auction, a

procedure used in construction procurement. In the auction, firms

bid price and quality both, but the price score is determined

interdependently. Because of this interdependent nature of the

auction rule, the equilibrium is obtained in three extreme case:

firms bid maximum price and compete only with quality, or they

bid minimum quality and compete with price only, and the mixed

equilibrium of the two. Thus, the Korean interdependent scoring

rule leads bidders to bid extreme cases, and the rule can easily

be distor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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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정부의 일괄입찰 조달경매로, 정부가 원하는 공사

를 공급받기 위해 활용하는 경매방식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일괄입찰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르는

가상경쟁상황 중 가중치 기준방식이라는 독특한 방식에 대해 입찰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 79조를

참고하면 “일괄입찰” 이란 정부의 계획 및 지침에 따라 공사의 설계도면

과 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일괄입찰 제도는

흔히 턴키 방식이라 불리며,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제출하므로 설계의

품질에 따라 설계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입찰자들은 자신들이 제

출한 설계의 품질과 가격 두 가지 요소에 따라 평가받는다.

동일한 시행령 제 85조의 2에 따르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4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셋째로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고, 넷째로는 계약

금액을 확정하고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4가지 방법 중 가격만을 낙찰기준으로 삼는 첫 번째 방식과 설계점수

만을 낙찰기준으로 삼는 마지막 방식의 경우 일반적인 경매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들의 경쟁 역시 일반적인 경매이론을 분석할 때와 동

일하게 분석하면 된다.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의 경우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의 두 가지 변수가 낙찰에 영향을 주며, 입찰자들은 가격요소와

설계요소를 동시에 고려해 입찰을 진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매방식은

다차원 경매제도(multi-dimensional auction)의 한 유형이며, “점수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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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scoring auction)”라고도 불린다.

다차원 경매제도는 경매인이 가격 이외의 요소(대부분은 품질)를 함께

고려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활용된다. 특히, 안전성과 심미성 등을 평가

해야 하는 공사계약에 대해 자주 활용되며, 한국을 포함해 미국, EU 등

많은 나라에서 공사계약에 대해 점수제 경매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

한 이론적인 논의는 Che(1993)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Hanazono,

Nakabayashi and Tsuruoka(2015) 의 연구에서는 가격과 설계점수에 대

해 준선형(Quasi-Linear) 혹은 가격-설계점수 비율(Price-Quality Ratio)

등의 방식에 대한 균형분석이, Dastidar, K. G. (2014) 의 연구에서는 준

선형이 아닌 방식에 대한 균형분석이 이루어졌다.

다차원 경매제도에는 독립적 점수 산정 방식(Independent scoring rule)

과 상호의존적 점수 산정 방식(Interdependent Scoring Rule) 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독립적 점수 산정 방식은 입찰자의 점수가 입찰자가 입찰

한 정보에만 의존하는 점수 산정방식이며, 상호의존적 점수 산정방식은

입찰자의 점수가 다른 입찰자의 입찰정보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Stilger

et al. (2015) 에 따르면 상호의존적 점수 산정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널

리 활용되며, 최소 30가지의 서로 다른 규칙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Bergman et al.(2017)에 따르면 상호의존적 점수 산정 방식이 주로 EU

에서 발견되지만, EU 외 지역에서도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왜 상호의존

적인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나타난 문건은 없지만,

Bergman et al.(2017) 에서는 EU의 법 문항(Directive 2014/24/EU,

Article 67)에 명시된 “shall specify, in the procurement documents, the

relative weighting which it gives to each of the criteria chosen to

determine 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except where

this is identified on the basis of price alone"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와 같은 법규가 나타났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차원 경매제도 중 가격점수와 설계점수 각각에 일정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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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를 부여해 총 점수를 계산하는 가중치 방식의 경매제도가 많이 쓰인

다. 이때, 조달청에서 발표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

준」 제 11조에 의하면 가중치 기준 방식에서의 종합점수는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의 가중합으로 주어진다.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의 만점은 각각

100점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가격점수 계산 방식: 입찰자들이 제출한 입찰가의 최소값(최소입찰

가)을 min으로 표시하자. 어느 주어진 입찰자가 가격 를 입찰했을

때에, 이 입찰자의 입찰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in
× (3.1)

� 설계점수 계산방식: 각 입찰자들이 제출한 기본설계서는 전문심사위

원들의 (절대)평가를 거쳐 점수를 부여받는다. 많은 경우 이 점수가

그대로 설계점수가 되어 가중치 기준방식에 산입된다. 경우에 따라

“강제차등방식”을 이용하여 점수를 조정한 후 이를 설계점수로 이용

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설계평가 1순위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

자 이하에 순차적으로 5-10%범위로 차등하여 설계점수를 산정한다.

심사위원들에 부여된 점수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강제차등방식은 설

계점수의 비중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사대강 사업에서는

강제차등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본 보고서의 분석에

이용되는 다른 조달경매 데이터에서는 이 방식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 낙찰자와 낙찰가 결정: 어느 기업의 가격점수가 위의 식(3.1)에서와

같이 결정되고 설계점수가 ∈로 주어졌다고 하자. 설계가중치

가 ∈로 주어져 있다면, 이 기업의 종합점수는 다음과 같다:

  

min
 min는입찰금액중최소값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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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이 입찰자의 입찰

가가 낙찰가가 된다.

한국 역시 이러한 점수 산정 방식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언급되

어 있는 문서는 없었지만,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서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수산정 규칙을 실시했을 때 기

업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

겠다.

2. 한국 경매입찰 제도 모형

먼저, 앞서 살펴본 한국의 가중치 방식 경매제도를 수식을 통해 표현하

자. 하나의 공사계약이 공고된 상황에서 개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입

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자. 각 기업은 자신이 받고 싶은 가격 와 제공

하고자 하는 품질 를 동시에 입찰한다. 품질과 가격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와  라 두면(단,    ), 기업의 최종 입찰점수 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기업 의 입찰가를 로 표기하고

min  min   ⋯  을 최저 입찰가격이라고 하면,

≡

min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총 점수가 min를 통해 다른 입찰자의 입찰가에 의

존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 표현의 간소화를 위해 함수 ⋅⋅의 정의에

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또한, 경매에는 최대가격이 로 설정되어 있어

입찰금액이 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두자.

턴키방식 하에서는 대부분 최대가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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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이 존재하여 입찰가격 상한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이 경우 는 예산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달되는 물

품의 품질에 대한 최소 요구수준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로 표시

한다. 즉 조달되는 물품의 품질 가

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찰경쟁에서

제외된다. 한국의 경매에서도 사전심사(PQ심사)가 존재하여 이를 통과한

기업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각각의 기업들은 효율성이 다르며 보다 효율적인 기업은 같은 품질의

공사라도 더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기 위

해 “각 기업의 비용특성”을 변수 를 통해 표현하고, 이 값은 구간

    상에 확률분포 를 따라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각 기

업의 조달비용은 비용특성 와 품질 에 의존하는 함수 로 주어지

며, 이 함수의 값은 와 가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고 가정한다. 즉, 와

에 대한 도함수가 각각     을 만족한다. 이때, 높은 값은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특성에 해당한다. 각 기업의 비용특성, 즉 의 값

은 해당기업에게만 알려져 있고 다른 기업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가

정한다. 이는 현실적인 가정임과 동시에 경매이론 경제학에서 보편적으

로 채택되는 가정이다.

기업들의 입찰전략을 결정하는 유인(incentive)을 파악하기 위해 어느 한

기업-예를 들어, 기업1-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기업1이 의 비용특성을

가지고 의 품질을 갖는 공사를 의 가격에 수주한다면 이 기업의 “사

후적인 이윤”은 가격에서 공사비용을 뺀 값인

  

로 주어진다. 이때 기업1의 “기대이윤(expected profit)”은 이 값에 “낙찰

확률”을 곱한 값이 될 것이다. 기업1이 낙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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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을 통해 평가받는 점수 가 다른 기업들의 점수보다 높아

야만 한다. 따라서, 타기업  ≠의 점수를 로 표시할 때 기업1의 기

대 이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Pr  ≥max≠

  × Pr  ≥max≠

(여기서 Pr⋅는 대괄호안의 경우가 성립할 확률을 표시한다). 여기서

확률값이 개입되는 이유는 기업1이 다른 기업들의 비용특성에 대해 불확

실하게 알고 있다는 가정으로 인해 이들의 입찰전략에 대해서도 불확실

성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단순화된 분석을 위해

지금부터 기업의 비용함수가  로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즉, 기

업의 비용특성인 는 품질점수 를 1점 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해

당한다.

기업들의 입찰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고

려한다. 아울러 비슷한 비용특성을 가진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비슷하게

입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비용특성(즉, 동

일한 )을 가진 입찰자는 동일한 입찰전략을 구사하는 “대칭적 내쉬 균

형(symmetric Nash equilibrium)”을 상정하도록 하자. 이에 따라, 각 기

업의 입찰전략은 자신의 비용특성 에만 의존하는 두 함수   

로 주어지게 된다. 기업1의 특성이  , 타기업  ≠의 특성이 로 주어

져 있을 때, 위에서 살펴 보았던 기업1의 기대이윤은 아래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Pr  ≥max≠

가 균형에서의 입찰전략이므로, 의 비용특성을 가진 기업1은

     로 설정함으로써 위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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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다음 장에서는, 기업들이 구사하는 균형전략이 경매조건과

비용구조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3. 한국의 가중치 경매제도 이해

한국의 가중치 기준방식 경매는 경제학의 경매이론 분야에서 “상호의존

방식 점수제(interdependent scoring rule)”라고 일컫는 경매방식의 한 예

이다. 이 방식은 각 입찰자의 가격점수 혹은 설계점수가 자신뿐 아니라

경쟁입찰자들의 입찰가 혹은 설계평가에 의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앞

서 모형에서 분석하였듯 한국의 경우 가격에 대해 상호의존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우선, 설계점수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의

해 해당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평가가 결정된다. 중앙건설기술심

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점수를 결정한다. 경우에 따

라 “강제차등방식”을 적용해 설계평가 1순위자의 점수와 2순위 이하의

점수가 5%에서 10% 정도 차이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는 우리의 분석대상이 아니므로 배제하도록 하자. 아무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설계점수는 전문가들의 심의에 의해 설계의 품질에 따라 결정

되며,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기업이 좋은 설계를 입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설계점수를 정할 수 있다.

가격 점수의 경우 입찰자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있어 복잡한 양상이 나

타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어느 입찰자-기업 A라고 하자-가 입찰가

를 제시하고, 나머지 입찰자들이 제시한 입찰가 중 최소값은 이며,

기업 B가 이 입찰가를 제시한 입찰자라고 하자. 이제 를 고정한 상태

에서 가 변할 때 기업 A와 B의 입찰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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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기업 A의 입찰가격변화에 따른 A의 가격점수

[그림 3-1] 에서 빨간색 실선으로 그려진 그래프는 의 함수로서의 기

업 A의 입찰점수를 보여준다.  ≤인 경우, 최소입찰가는 가 되어

(즉,  min), 기업 A의 가격점수는 만점인 1점이 된다. 가 를

초과하게 되면 최소입찰가는  가 되고 (즉,  min ), 기업A의 가격

점수는 1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며 함수  를 따라 주어지게 된다.

또한, 아래의 [그림 3-2]에는 기업 A의 입찰이 로 고정된 상태에서

의 변화에 따른 입찰점수를 보여준다.  인 경우 함수 

를 따라 입찰점수가 주어지고  ≥ 인 경우 입찰점수는 1점으로 고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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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경쟁기업의 입찰가 변화에 따른 A의 가격점수

이처럼, 기업들의 입찰가격 변화는 자신의 가격점수 뿐 아니라 상대의

가격점수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한 입찰자가 가격을 조정

할 경우 min에 변동이 생겨 다른 입찰자들의 순위가 달라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살펴보자.

먼저, 5명의 입찰자가 각각 최대 1로 표준화된 가격과 설계품질 를

선택한다고 상정하고, 아래의 [그림 3-3]의 왼쪽 그림과 같이 입찰을 하

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낙찰자는 (0.4, 0.6)을 입찰하고 있는 입찰

자 B(빨간색 점)로 그려진다. 빨간색 점을 입찰하는 기업의 입찰을

이라 두면, 이 기업과 동일한 점수를 받아 낙찰에서 같은 등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 조합은 [그림 3-3]의 좌측 그림의 빨간색

점선으로 주어지는데 이를 “등점수곡선”이라고 부르자. 등점수 곡선은

다음 식을 만족하는  의 궤적으로 이루어진다:













    i f   

    


i f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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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최저입찰가격 변화에 따른 낙찰자 변화

이때, 입찰자 A만 자신의 입찰을 (0.2, 0.3)으로 변경했을 경우를 살펴

보자. 이제, 최저가격 min은 0.4에서 0.2로 바뀌게 되고, 점수 산정방식이

  

min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낙찰자(입찰자 B)와 동

일한 점수를 가져다 주는 등점수 곡선은 아래 [그림 3-3]의 우측 그림의

파란색 실선으로 바뀌게 된다.

이를 살펴보면, 입찰자 A가 입찰전략을 바꾼 결과 최저가격이 낮아져

등점수곡선이 보다 안쪽으로 굽어진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 이로 인해,

A의 입찰전략이 바뀌기 전에는 B지점을 지나가는 등점수곡선(빨간 점

선)보다 아래에 있던 E지점이, A의 입찰전략이 바뀐 후 새로운 등점수

곡선하에서는 B지점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 즉, 입찰자 B와 E의

입찰전략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입찰전략 변화로 인해

입찰자 B와 E의 점수가 뒤바뀌어 낙찰자가 B에서 E로 바뀌는 일이 벌

어진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드러내기 위해 [그림 3-4]의 왼쪽을 참조하자. 초기

입찰지점이 (0.5, 0.7)이며 0.5가 최저가격인 경우 등점수선은 빨간색 그

래프로 나타난다. 반면, 이 등점수선을 따라 min을 낮출 경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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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최저입찰가격 변화에 따른 등점수선 변화

등점수선의 경로들은 파란색 곡선과 같이 나타난다. 새로운 등점수선들

은 모두 초기 입찰지점인 (0.5, 0.7)를 지나지만, 그 모습이 점점 계단형

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의 입찰자가 극단

적으로 낮은 가격을 입찰할 경우 다른 입찰자들 사이의 가격차이는 무의

미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그림 3-4]의 오른쪽을 보면 높은 가격으로 갈

수록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요구되는 품질의 양이 줄어든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론적 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경매방식하에서 입찰자들이 어떤 경제적

유인(incentive)에 직면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자. 특히 어느 입찰자가 자

신의 입찰가를 변화시킬 때 자신의 가격점수와 다른 입찰자들의 가격점

수에 미치는 영향이, 입찰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기업 A가 를 입찰하고 경쟁기업 B가 경쟁자들 중

가장 낮은 경쟁입찰가인 를 입찰하고 있다고 하자. 아래 테이블에서는

두 기업의 가격점수 및 이 점수의 변화율(즉, 기울기)를 와 의 함수로

보여주고 있다:



- 12 -

기업 A 기업 B (경쟁입찰자)

 인 

경우

≤인 

경우

 인 

경우

≤인 

경우

가격점수 


1 1 



의 변화에 따른 

가격점수의 기울기 

(절대값)





0 0 



<표 3-1>

B의 입찰가 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A도 이 가격 부근에서 경쟁을 하

고 있는 경우-즉 ≃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가 보다 (약간)

높은 상황에서 A가 자신의 입찰가 를 살짝 낮추었을 때 자신의 가격점

수가 줄어드는 속도는 


≃


로 주어지므로 가격점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고 가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만약 가 보다 (약간) 낮은 상황에서 A가 를 살짝 낮추었

을 때, 자신의 가격점수는 전혀 변하지 않고 B의 가격점수만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감소속도는 


로 주어지므로 (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B의 가격점수가 크게 낮아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 낮은 수준에 있다면 정반대의 사실이 성립하게 된다: 즉 A가 자신

의 입찰가를 낮출 때 자신의 가격점수는 많이 높아지는 반면, 상대의 가

격점수는 많이 낮아지게 된다.

위의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입찰자들이 높은 가격에서 경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에서 이탈하여 입찰가를 낮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낮은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가 이에서 이탈하여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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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찰유인으로 인해 입찰자들이

높은 입찰가에 몰려 있거나 혹은 낮은 입찰가에 몰려 있는 “클러스터링

(clustering)“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단,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을 때에는 예정가격이 상한으로 작용하여 이 금액

을 중심으로 입찰가가 몰려있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을 때에는 가격 하한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가가 좀 더 폭넓게 분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예외적으로 높거나 낮은 입찰가도 입찰자들이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반

응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에 제시된 직관적인 논증을 엄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사실 가중치 기준방식과 같은 상호의존적 점

수제 경매에 대한 이론경제학적인 분석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이론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함으로써 앞서 제시

한 직관과 부합하는 두 유형의 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그 중 하나인 “설계경쟁균형”에서는, 입찰자들이 입찰가를 동일하게 예

정가격(혹은 예산금액)에 맞추고 설계를 차별화함으로써 경쟁한다. 이와

반대로 “가격경쟁균형”에서는, 입찰자들이 설계를 동일한 수준(더 정확하

게는 조달자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 수준)에 맞추고 입찰가를 차별화함으

로써 경쟁한다. 이 경우 입찰가는 예정가 아래의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다. 또한, 이 두 유형의 경쟁이 동시에 나타나는 균형이 존재할 수도 있

다. 어느 유형의 균형이 나타나는지는 예정가격, 설계가중치, 입찰자들의

설계/조달 (한계)비용 등의 모수값(parameter)에 달려 있다.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일정한 비용특성 분포 하에서 입찰한다고 두고 이

를 앞서와 같이  ∼     라고 표현하자. 또한,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비용특성 를 가질 경우 동일한 조합   로 입찰한다고 둔 상황

에서, 대칭균형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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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균형 분석

이 절에서는, 앞서 대칭적 내쉬균형을 통해 상정했던 것처럼, 모든 기업

들이 동일한 비용특성 분포 하에서 동일한 입찰전략을 구사할 때 이 전

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지 살펴본다. 균형은 크게 세 가지 유

형으로 나누어지며 어떤 유형의 균형이 나타나는지는 품질가중치 혹은

비용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 세 절에서 제시하는 균형분석은 기업1

의 입찰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모든 입찰자들이 동일한 분포

에서 비용특성을 추출하고 대칭적인 균형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으

므로, 이러한 분석은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

4.1 설계경쟁균형

먼저 모든 기업들이 최대금액인 를 가격으로 제시하고 품질 만 에

따라 다르게 입찰함으로써 경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각 기

업들은 자신의 비용특성 에 따라    를 입찰할 것이다. 이때, 기

업1이 이와 다른 전략 를 구사할 경우 기업1의 기대이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r  ≥max≠  




여기서 ≤ 이므로 기업1의 가격이 최저가격이 되어, 기업1의 가격점수

는 1이 되고 타기업 ≠의 가격점수는 이 됨을 유의하라. 이때,

  가 균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업 1의 입장에서도   

를 입찰하는 것이 기업들의 최적전략, 즉   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되어야만 한다. (즉, 더 낮은 가격을 입찰해 낙찰확률을 올리는 것이 불

리한 선택이 되어야만 한다.) 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

래와 같이 그림을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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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모든 기업들이 최대가격 입찰시 등이윤선과 등확률선

파란색 선은 사후적인 이윤    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의 조합이며, 이를 “등이윤선”이라 부르자. 더 높은 등이윤선은 더

낮은 이윤에 해당한다. 빨간색 선은 확률항 내부의 식-즉, Pr⋅에 들어

가는 식-으로, 다른 기업의 전략이   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기업1

이 동일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따라서 동일한 낙찰확률을 확보할 수

있는 들의 지점을 연결한 것이다. 이를 “등확률선”이라 부르자. 더

높은 등확률선은 더 높은 낙찰확률에 해당한다.

모수들인 , 와 의 크기에 따라 등확률선과 등이윤선의 기울기는 달

라질 수 있으며, 이를 표현한 것이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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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모든 기업들이 최대가격 입찰시 등이윤선이 더 가파른 경우

기업1의 기대 이윤은 낙찰확률과   의 곱으로 주어지므로, 동일

한 낙찰확률을 가진 등확률선 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등이윤선과

만나는 를 선택하여야 기대이윤   을 극대화할 수 있다. 위의

두 그림 중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등확률선(빨간색 실선)보다 등이

윤선(파란색 실선)이 더 가파른 경우, 빨간색 선 위에서-즉, 동일한 낙찰

확률을 제공하는 입찰조합들 중에서-기업 1의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지점은 가장 오른쪽 지점인   으로 주어지게 된다. 만약 두 그림 중

위의 그림과 같이 등이윤선과 등확률선의 기울기가 반대로 주어진다면

는 기업 1의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될 수 없다.

요약하자면, 다른 기업들의 전략이    로 주어졌을 때, 기업1도 최

대금액 를 입찰하는 것이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되기 위해서

는 빨간색 등확률선의 기울기보다 파란색 등이윤선의 기울기가 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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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야 한다: 즉 


≥



이 성립하여야 한다. 이 부등식이 모든

∈에 대해 성립하여야 하므로 ≤


이 만족되어야 한다.

아래 명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품질경쟁균형”이 존재하기 위

한 조건을 제시하고 균형전략-특히 -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한다.

명제 1. 대칭적 내쉬균형에서 모든 기업이    의 형태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


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때,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여기서 는 감소함수이고, 이는 비용특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더 높은

품질의 물품을 조달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증가할 때 가 증가하

고, 이는 입찰자 수가 늘어날수록 품질경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증명) 모든 기업이 동일한 입찰전략을 구사하므로, 앞에서처럼 기업1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기업1을 제외한 경쟁기업들의 비용특성이

… 로 주어졌을 때 최고경쟁품질을  max≠ 로 표기하자.

이때, 기업1이 를 입찰한다면 이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r  ≥    
 Pr≥ 

이제 실제로 의 특성을 가진 기업1이 특성이 인 것처럼 입찰하는 경

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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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  ≥  

  Pr≥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대칭적 내쉬균형에서는 비용이 낮

은 기업일수록 높은 품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는 감소함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업 1보다 높은 비용특성을 가진 경쟁기업들(만)

이 더 낮은 품질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기업1의 낙찰확률은

Pr≥  Pr
≤ for all ≠ 

 



Pr≤   
 

로 주어진다. 이를 위의 식  에 대입한 후 얻어지는 식을 로 미분

했을 때   에서 도함수의 값이 0이 되어야 한다:




  

   ′  

.

이를 다시 쓰면,

  ′

 

 

이 되고, 이 미분방정식을 풀면 명제에 제시된 함수 를 얻을 수 있

다. 증명 끝.

명제1의 조건을 살펴보면 이 


보다 작을수록 품질 경쟁균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최고가격 (혹은 예산가격) 가 높을수록, 품질

가중치 가 클수록 혹은 한계비용 이 낮을수록 입찰자들은 가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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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쟁보다는 품질에 의한 경쟁을 균형에서 선택하게 되고, 이는 직관

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최고가격의 수준이 높을 때 입찰가들이 이 가

격에 몰려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본 클러스터링 효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4.2 가격경쟁균형

이제 모든 기업이 최소 품질인

를 입찰하고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경

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기업들의 내쉬균형 전략은 

형태로

서술된다. 이때 최소품질을 입찰하는 것이 각 기업에게 최적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처럼, 기업1의 입장에서 입찰결정을 살펴보자. 자신을 제외한 나

머지 기업들이 

형태의 입찰을 할 때 이 기업들의 최저 입찰가를

이라고 하자. 이때, 비용특성 를 가진 기업1 역시 최저품질

을 선

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찰결정 중 

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이어야만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1이 직면한 경쟁자의 최저

입찰가가 로 주어지고 품질이

로 주어진 상황에서, 기업1이 최저입

찰 경쟁자와 동일한 입찰점수(따라서 동일한 입찰확률)를 확보하기 위한

가격 및 품질의 조합 는 다음 등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min
   

min
.

여기서 는

보다 작아질 수 없으므로 는 보다 낮아질 수 없다. 즉

min이 되고 이를 이용하면 위 등식은



    


로 단순화되며 아래 그림의 빨간색 곡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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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태를 취한다:

[그림 4-3] 모든 기업들이 최소품질 입찰시 등이윤선과 등확률선

다시 말해, 기업1이 빨간색 곡선상의 있는 임의의 조합을 입찰한다

면. 와 같거나 그 이상의 입찰을 하는 경쟁자들을 상대로 낙찰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곡선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등확률곡

선”에 해당한다. 등이윤선은 앞 절에서처럼 가 동일한 값을 가지는

의 조합에 해당하며 위 그림의 파란색 직선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기업1이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합을 선택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등확률곡선의 양 끝점을 잇

는 빨간색 점선보다, 

 에서 출발한 등이윤선이 아래쪽에 위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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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등이윤선과 등확률선의 양 끝점을 지나는 선의 기울기

즉, 빨간색 점선의 기울기가 등이윤선의 기울기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 조건은

















≥ 



로 쓸 수 있고, 이 부등호가 모든 ∈에 대해 성립하여야 하므로

 ≥


가 만족되어야 한다. 아래 명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

로 “가격경쟁균형”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균형전략-특히

-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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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2. 대칭적 내쉬균형에서 모든 기업은 

의 형태로 입찰하기

위해서는  ≥


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때, 는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

여기서 는 증가함수이고, 이는 비용특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더 낮은

입찰가를 제시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증가할 때 이 감소하고,

이는 입찰자 수가 늘어날수록 가격경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증명) 모든 기업이 동일한 입찰전략을 구사하므로, 앞에서처럼 기업1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기업1을 제외한 경쟁 기업들의 비용특성이

… 로 주어졌을 때, 최소경쟁입찰가를  min ≠ 로 표기하

자. 이때, 기업1이 를 입찰한다면 이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r


 


≥ 

  

  Pr≤ 

이제 실제로 의 특성을 가진 기업1이 특성이 인 것처럼 입찰하는 경

우를 생각해 보자. 기업1의 이윤은

  ≡ 

   


Pr≤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대칭 내쉬균형에서는 비용이 낮은

기업일수록 낮은 입찰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는 증가함수가 되

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업 1보다 높은 비용특성을 가진 경쟁기업들(만)이

더 높은 가격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기업1의 낙찰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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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Pr
≤ for all ≠ 

 



Pr≤  
 

로 주어진다. 이를 위의 식  에 대입한 후 얻어지는 식을 로 미분

했을 때   에서 도함수의 값이 0이 되어야 한다:






 ′

    

.

이를 다시 쓰면,

′

  

이 되고, 이 미분방정식을 풀면 명제에 제시된 함수 를 얻을 수 있

다. 증명 끝.

명제 2의 조건인  ≥


은 최고가격 (혹은 예산가격) 가 낮을수

록, 품질가중치 가 작을수록 혹은 한계비용 이 높을수록 입찰자들은

품질에 의한 경쟁보다는 가격에 의한 경쟁을 균형에서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명제 1과 대비된다. 그렇지만 최고가격의 수준이

낮을 때 입찰가들이 낮은 가격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은, 명제1을 통해 관찰한 클러스터링 효과와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

다.

4.3. 설계경쟁과 가격경쟁이 혼재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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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절과 4.2절에서 ≤


혹은  ≥


이 성립할 경우, 모든

기업들이 품질 혹은 가격을 통해서만 경쟁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을 경계로 비용특성이 이보다 작을 경우    을 입찰함으로써 경쟁

을 하고, 이보다 클 경우 

을 입찰함으로써 경쟁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할 때,  


  인 경우 비용특성이 구간




에 속한 입찰자는   를 입찰하고, 


 에 속한 입

찰자는 

를 입찰하는 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균형은 다음 그

림의 노란색 선과 초록색 선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 4-5] 혼재된 균형에서 균형전략의 형태

초록색 수평선 아래쪽의 화살표는 비용특성 가 로부터 시작하여




을 향하여 감소할 때 균형가격이 초록색선을 따라 감소함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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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란색 수직선 오른쪽의 화살표는 비용특성 가 


밑으로 떨어져

을 향하여 감소할 때 균형품질이 노란색 선을 따라 증가함을 의미한

다. 즉, 임계값 


을 기준으로 비용특성이 낮은 기업들은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대신 품질로서 경쟁하고, 임계값보다 비용특성이 높은 기업들

은 낮은 품질을 입찰하는 대신 가격으로 경쟁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쟁의 경우 에 따라 기업들이 입찰하는 가격이 달라지게 되며,

 역시 균일하지 않은 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앞서의 경우처럼 임

의의 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져다주는 조합인 등점수선을 그릴 경우 이것

이 등확률선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균형이 성립합을 입증하

기 위해 관점을 바꿔 등이윤선상에서 확률을 극대화하는 경우를 생각해

야 한다. 내쉬 균형의 성립을 보이기 위해 먼저 경계값인    


를

갖는 기업이 최소품질 혹은 최대가격 두 가지 지점에서만 입찰한다는 것

을 보이고, 이후 ∈


 인 기업은 


 형태로 입찰을,

∈


인 기업은   형태로 입찰을 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

다.

먼저, 경계값인    


를 갖는 기업에 대해 임의의 최소품질 상의

지점 

를 지나는 지점의 등이윤선은     이다. 따라서, 이 등

이윤선 상의 임의의 점을 선택할 경우 합격시 이윤은 일정하다. 또한, 

인 기업이 

를 입찰할 경우 동일한 점수를 부여받는 등점수선

의 조합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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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N-1개 기업들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

을  이라 두자. 만약    인 경우,      인 임의의 점 에

대해 등이윤선    상의 지점  을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인

기업이 등이윤선 상의 다른 지점인  를 입찰하고자 할 경우,

 와 동등한 점수를 부여받는 새로운 등점수선 의 조합은









        


i f   

   


     i f  ≥ 

이 된다. 이때, 처음 등점수선 의 조합에서   를 대입했을 때

나, 의 조합에서  를 대입했을 때 모두





  


 

 


를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등이윤선 상의 다른 지점

을 입찰할 경우 최대가격 를 입찰하는 사람과의 등수는 변하지 않지만,

최소품질 입찰과 비교했을 경우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것과 같

은 효과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체 입찰자 중 최저가격을

 이라 정의했으므로 등수는 변하지 않지만, 등이윤선 상의 다른 지점

을 입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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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인 기업이 등이윤선 상의 다른 지점 중  보다 작은

지점으로 입찰할 경우 등점수선 변화

또한,      인 임의의 점 에 대해 등이윤선    상의 지점

 를 생각하자. 만약 경계값인    


를 갖는 기업이 원래의 지

점 

 대신  를 입찰한다면 전체 입찰자 중 최저입찰 가격은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와 동일한 입찰점수를 받는 등점수선

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i f    

   


     i f   ≥ 

이 경우,  를 대입한다면



 

 




 



 







  임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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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므로 
  


   


 

   이며, 을 갖는 기업이 등
이윤선 상의 지점들 중  보다 높은 가격을 갖는 지점을 선택한다면

최대가격을 입찰하는 다른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해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7]   인 기업이 등이윤선 상의 다른 지점 중  보다 큰

지점으로 입찰할 경우 등점수선 변화

중간에 표현된  을 기점으로,      인 을 등이윤선 상에서 선

택한다면 최종적으로 에 도달했을 때 같은 지점에 도달하지만

     인 에 대해 등이윤선 상의 지점을 선택한다면 을 입찰

하는 다른 기업의 존재 때문에 에 도달시 더 낮은  지점에 도착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우리가 가정한 최초의 내쉬균형이

∈   


 인 경우     를 입찰, ∈  


   인 경우  




를 입찰하는 경우였으므로,    를 선택하는 것은 

를 선택하는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낙찰확률을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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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이 다른 기업들의  분포에 따르는 확률변수이기 때문에

      사이의 임의 지점 중 하나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 를 갖는 기업은 양 끝점인 

와





  


 

 


 중 하나를 취사선택할 때 낙찰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Proposition 1.    

인 경우 해당 기업은      혹은  




형태로 입찰을 할 때 이윤극대화가 가능하다. 즉, 경계값에 해당하는 기

업은 양쪽 극단 중 하나를 취사선택한다.

이제, ∈  

   인 경우를 분석해 보자. 이제, 등이윤선의 기울기가

보다 완만해지므로 

에서 그린 등점수선보다 등이윤선의 끝이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따라서,      인 경우 등이윤선 상의 임의

의 지점은 

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며, 


를 선택하는 것

보다 항상 더 작거나 같은 낙찰확률을 가져오게 된다. 이를 그래프로 도

시하면 [그림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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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인 기업이 등이윤선상의 다른 지점 입찰시 등점수선

변화,      인 경우

반면, 이 경우 자신보다 더 경계값에 가까운 값을 갖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어    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 값에 따

라 등이윤선 상에서 움직일 때 

를 입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경우

가 생겨난다.

[그림 4-9]   인 기업이 등이윤선상의 다른 지점 입찰시 등점수선

변화,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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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극단균형 분석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 경우 

에

서 그은 등이윤선 상의 어느 지점을 입찰해도  

보다 불리하게 되

며, 등이윤선 상의 어떤 지점들로도 낙찰될 수 없으므로 낙찰확률은 0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 상황을 고려해 

 외의 다른 지

점으로 입찰할 가능성은 없다.

이상의 결론을 살펴볼 때, 

을 입찰하는 기업이 등이윤선 상의 다른

지점으로 움직인다면      인 경우 낙찰가능성이 더 낮아지며,

   인 경우 항상 낙찰확률이 0이기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  


  인 기업들은 항상 


를 입찰한다.

Proposition 2. ∈ 

  인 경우 해당 기업은  


 형태로 입찰

을 할 때 이윤극대화가 가능하다. 즉, ∈ 

  에 해당하는 기업은

항상 품질을 최저기준에 맞추어 

의 형태로 입찰한다.

마지막으로, ∈  

 인 기업들이    를 입찰한다고 둘 때 다른

지점으로 이탈할 유인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4.2에서 극단균형

을 분석했을 때와는 다르게, ∈  

  에 해당하는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중 최저가격을 입찰하는 기업의 입찰가를  로 두

고 이를 고려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먼저,    를 지나는 등이윤선은    이며, ∈  

 이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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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인 경우 앞서 보았듯 이러한 기업은    을 입찰하는 것이

최적이다. 만약    이라면, 등이윤선은 그대로이지만    와 동일

한 낙찰가능성을 가진 등점수선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 경우 등점수선

은 다음과 같다.









   

 
    

 
i f    

   


     i f   ≥ 

이때,   ≥ 의 영역의 그래프를 연장해  를 대입하면,  가

나온다. 즉, 등점수선은 직선 부분의 연장선과 곡선 부분이 에서 맞닿

는다.

따라서, 등이윤선과 등점수선을 하나의 그래프에 그리면 아래 [그림

4-10]과 같이 그려진다. 이는 앞서 극단균형을 분석했을 때와 같은 결과

로, 기대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  


인 기업은    을

입찰해야 한다.  이 확률변수로 결정된다고 해도 모든  에 대해 이

러한 성질이 성립하므로, ∈  

영역의 기업들은 내쉬균형 하에서

항상 최대가격을 입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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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인 기업의 등이윤선과 등점수선

Proposition 3. ∈  

인 경우 해당 기업은 항상     형태로

입찰을 할 때 이윤극대화가 가능하다. 즉, ∈  

에 해당하는 기업

은 최대가격을 입찰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인 경우 앞서 구한 두 가지

극단균형이 혼재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앞서 [그림 4-5]를 다시 참

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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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혼재된 균형에서 균형전략의 형태

다음 명제는 이러한 균형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균형에서 와 이

취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한다. 증명의 구체적인 형태는 부록에 포함

하였다.

명제 3.  


 인 경우, 비용특성이 ∈


 인 기업은



 형태로 입찰을 하고, 비용특성이 ∈


인 기업은

  형태로 입찰을 하는 균형이 존재한다. 이때 와 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


라고 하면,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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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

.

4.4 비용함수의 확장

이제, 선형함수 가정을 완화시켜 보다 일반적인 비용함수에 대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높은 품질을 가진 공사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기업의 특성에 따라 비용은 달

라질 수 있다, 따라서, 비용함수 에 대해     라는 최소

한의 가정을 설립하자. 이때, 높은 값은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기업의

특성에 해당한다. 또한, 품질을 높일수록 더 높은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커진다고 설정하기 위해   이라 두자.

이 경우, 앞서와 같이 입찰기업은 동일한 낙찰확률을 가져다 주는 

조합들 중에서   의 값을 가장 크게 하는, 즉 가장 낮은 곳에 위

치한 등이윤선상에 있는 를 선택하여야 기대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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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일반적인 비용구조의 경우 등이윤선과 등확률선

따라서, 위 그림처럼 등확률선(빨간색 실선)보다 등이윤선(파란색 실선)

이 더 가파른 경우, 빨간색 선 위에서-즉, 동일한 낙찰확률을 제공하는

입찰조합들 중에서-기업 1의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지점은 가장 오른

쪽 지점인   으로 주어지게 된다. 만약 위 그림과 달리 등확률선의

경로가 등이윤선을 교차하는 경우(빨간 직선이 파란 곡선을 가로지르는

경우) 기업의 기대이윤 극대화는   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에

서 등이윤선의 기울기 가 등확률선의 기울기보다 더 커야만 한다.

즉, 


≥



for    가 성립해야 한다. 또한,  이라고 가정했

으므로 등이윤선의 기울기는 점점 급격해진다. 따라서, 위 그림처럼 등확

률선 상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지점은   가 된다.

아래 명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계경쟁균형”이 존재하기 위

한 조건을 제시하고 균형전략-특히 -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한다.

명제 4. 일반적인 비용구조를 갖는 대칭적 내쉬균형에서 모든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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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



for   가 만족되어야

한다. 이때, 는 다음 식의 해답으로 주어진다.

  
 






 .

다른 균형들에 대해서는 등확률선의 경로가 분수함수 꼴로 주어지므로

비용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 하에서는 직관적인 해답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추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5.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한국의 가중치 기준방식 경매제도에 관해 고찰해 보

았으며, 상호의존적인 방식의 점수제 경매가 가진 특성이 입찰자들의 선

택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입찰자들간의 상호의존성은 낙찰과 전혀 관계없는 최저가격 입찰

자의 가격변화가 다른 입찰자들의 순서를 바꿀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때, 최저가격을 입찰하는 입찰자가 입찰가격을 낮출수록 다른 입찰자

들 사이의 가격차이가 점수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되므로, 한 입찰자가 최

저가격을 고의적으로 입찰할 경우 다른 입찰자들은 최대가격을 입찰하는

것이 최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가짜 입찰자의 존재만으로도

경매제도의 왜곡이 손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가중치 방식 점수제에서는 가격점수가 min 로 산정된다.

이때 자신의 입찰가격 에 대해 분수함수의 꼴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

에, 절대적인 입찰가격의 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입찰가의 변화

에 따른 가격점수의 변화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공사 자체의 가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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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을 경우 기업들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

상한에 가까운 가격을 입찰할 유인이 있는데, 이때 가격을 낮추는 방법

으로 입찰확률을 높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격상한 근처에서 내쉬균형

이 이루어진다. 반면, 공사 자체의 절대적인 금액이 낮은 경우 가격을 낮

추는 과정에서 보는 이익 감소분보다 가격점수 상승으로 인한 당첨확률

증가분이 높으므로 최저품질 부근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석

의 경우 Albano(2009) 등의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상호의존적인 경매방

식이 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호의존적인 경매방식은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입찰방식이 아니고 유럽,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저가격을 활용하는

한국과 다르게 최대가격, 중위가격을 사용한 방법들 등 여러 다른 상호

의존적 점수산정 방식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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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명제 3의 증명

앞서 우리는    


인 경우 해당 기업은      혹은  


 중

하나로 입찰을 할 때 이윤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  


  인 기업들은  


 형태로 최소품질 입찰을 하며,

∈   


인 기업들은      형태로 최대가격 입찰을 한다는 사실

을 보았다. 이제,  가 에 따라 증가하고  가 에 따라 감소한다고

두고 균형을 찾아보도록 하자.

이제,    

인 기업이 균형에서 입찰하는 이윤극대화 입찰지점을

        , 

   


 라고 두자. 이때 ∈  


  인 기

업이 입찰하는 지점인  

 는 


   


보다 항상 낮은 점

수를 가지며, ∈  

인 기업이 입찰하는 지점인     는

        보다 항상 높은 점수를 가진다. 따라서, 낙찰확률 항을

나를 제외한 나머지 N-1개 기업들 중 가장 효율적인 기업과의 비교로

표현할 수 있고, Pr≤로 서술할 수 있다. 이때,    

인 기

업이 와 같은 점수를 내는 지점을 입찰한다고 보면

      Pr≤

이 되며 이윤극대화 조건에 의해  는  에서 극대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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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 앞서와 동일하게





 ′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균형전략 를

구할 수 있다.





 




 ,단 ∈ 


  

또한, ∈  

 인 기업은      형태로 입찰을 한다는 것을 앞

에서 살펴보았다. 역시,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r≤

 를 로 미분했을 때   에서 도함수가 0이 되어야만 하므로 앞

서와 같이 풀면





    

′   




   

 

임을 알 수 있다. 이때, ∈  

  인 기업들의 입찰은    


의

입찰보다 불리하며 ∈  


의 입찰은    


보다 유리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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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    


보다 작은 영역에서만 성립하는 성질이므로 앞서와는

다르게 적분범위를    


부터 설정해야만 한다.











 

이를 정리한 후 부분적분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인 기업이 균형에서 입찰하는 두 입찰지

점    과 

 의 이윤이 같다는 점을 활용하면,

 

    가 성립한다. 또한, 앞에서 구한 의 식을 활용

하면, 

 

 




  이다. 이를 활용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로서, 우리는 균형전략에 대해 얻어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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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면 다음과 같다.

∈  


  일 경우 기업들은  


를 입찰한다. 이때,  는 아래

의 식을 따른다.





 




 

또한, ∈  

인 경우 기업들은     형태로 입찰하고,  는

아래 식을 따른다.

 







 






 











만약    


인 경우 기업은     혹은 


의 입찰을 모두

할 수 있으며, 양쪽 모두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때,  와  의 식

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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