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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Pricing을 활용한 
온라인 공동구매에서의 가격 차별화 전략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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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 입 

1.1 Ovnamic Pricing 

Dynamic Pricing은 가격 차별화의 한 형태이다‘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측면 

은 고객이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에 근접하도록 가격을 설정하는 것인데， 온라인 시장의 Dynamic 

Pricing은 개별 고객의 가치 평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판 

매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격차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단일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것보다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Phlips ， 1983) 

전통적인 오프라인 거래 방식이 판매자 한 명이 구매자 여러 명을 상대하는 one-to-many 방식 

인데 비하여， 온라인 거래시장은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참여하는 many-to-many 방 

식으로 확장된다 특히 거래비용이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개개인의 거래 참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시장 전체의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때로는 구매자의 가격 

제시로 거래가 일어나기도 한다 

판매자의 측면에서 Dynamic Pricing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적절한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할 수 없다면 일단 경매 사이트에 올려서， 구매자들의 반응에 

따라 수요량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가격결정은 얼마나 높은 가격으로 제품이 팔렸느냐가 아니 

라， 구매자들의 경애 참여 과정 그 자체에 달려있다 구매자들의 제품 선호도는 그대로 가격에 반 

영되고， 소비자 반응에 근거한 수요 예측으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판매자는 제품을 필요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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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만큼 적절한 가격에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시행착오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2 온라인 공동구매 

공동구매는 구매자 개인당 추가적인 비용 없이， 구매물량을 확대하여 공급단가를 저렴하게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참가하는 구매자가 많을수록 구매 단가는 하락한다‘ 많은 공동구매 사이트 

에서는 운영의 문제로 인해 제품 가격 및 수량에 따라 구매자 단위를 5-50명으로 하고 있다 즉 

구매자 수에 따른 당 가격 하락 함수가 연속적이 아닌， 계단형 함수를 가진다 

판매자는 판매 기간과 수요에 따른 가격을 마리 제시하며， 구매자는 가격 변동과 수요 현황에 대 

한 정보를 가지고 공동구매에 참여할 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 

점은 판매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 시점에서의 구매량에 해당하는 가격이 일팔 적용된다 

이러한 공동구매 방식과 다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매방식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번째는 개별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수요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수요공동체에 의하여 수량 할인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수요가 증가할수록 가격 

이 상승하는 일반적인 경제학의 법착과 달리，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수요자가 많을수록 가격이 하 

락하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체재가 풍부한 제품보다는 유행에 민감하고 진 

부화가 빠른 디지텅 제품이나 계절 상품에서 주로 공동구매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II. 모형 소개 

구매자의 reservation price는 현재 시점에서 제품의 사용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구매자는 판매자에 의하여 제시된 가격과 자신의 reservation price를 비교하여 구매의 

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공동구매나 경매와 같이 구매를 결정하는 시점과 실제 거래가 이루 

어지는 시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거래에서는， 판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효용의 감소를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다. 즉 최초에 주어진 수요함수가 시간에 따라 이동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가격 전략 

을세워야한다 

이 때 판매 기간을 여러 단계로 설정하여 수요갑수가 최종단계까지 이동하기 전에 거래를 시행 

하는 가격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다 기존의 공동구매는 판매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구매 수량 

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의 변화는 발생할 수 있어도 구매자 집 

단의 특성을 반영한 가격 차별화는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판얘 기간을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전략을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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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먼저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나중에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eservation príce의 이동에 

의하여 수요합수가 변하는 상황에서의 가격 차별화 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각 단계에서 판매 가격이 바랩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고객의 구매 전략이 변화할 수 있다 

고객은 각 단계에서의 reservation price와 판매 가격의 차를 비교하여 그 값이 더 큰 단계를 구 

매 시점으로 선택한다 즉 1단계에서 수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2단계에서의 surplus가 더 큰 

고객은 구매를 하지 않고 2단계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격 하략에 대한 기대에 의하여 고 

객의 전략적 선택이 발생할 때 최적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가격 차별화의 효과는 어떻 

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1 주요 가정 

1) 먼저， 단일한 판매자가 단일한 상풍을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경쟁 상황이 발생하 

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대체재냐 보완재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판매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판애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 

라서 패션의류 등 유행에 민감한 상품이나 진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디지털 제품을 판매 대 

상으로할수 있다 

3) 제품의 판매량은 판매 초기에 주어지며， 추가주문이 발생하지 않는 No Replcnishment를 

가정한다-

4) 수요가 누적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공동구매의 수량 할언을 가정한다‘ 

5) 판매자가 제시하는 제품의 가격은 2가지이다 즉 먼저 제시한 가격에서 일정한 수요가 발생 

하면 다음 단계의 가격으로 전환된다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수요 

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6) 판매 기간 중에 수요함수는 시간에 따른 reservatíon pnce의 변화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 

으로분리된다 

7) 수요의 발생은 판얘 기간에 비례한다 즉 판매 단계를 2단계로 설정하면 수요는 절반으로 출 

어든다 

2.2 시간에 따른 수요함수의 이동 

시간에 따른 제품의 효용 감소는 rescrvation price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요 

함수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reservat lOn pnce가 일정한 속도로 감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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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정한다， 판매 시작 시점에서 reservation price가 ;;인 고객의 판매 종료 시점에서의 reservation 

a, 
price를 까이라고 하자 총 판얘 기간을 T라고 하였을 때， 판매 시작으로부터 t시간 경과한 시 

a a-Q, t 

점에서 이 고객의 reservation price는 r(t)=R τ jo] 된다 이 때의 수요함수는 

q = m(r- p)=a-(a-a,) 츄mpo]다 

가격 

B: q=b-p 

b, 

a, 

n 

랴o
 

f 

AT 

--”’ A 

a 

〈그림 1 ) 시간에 따른 수요함수의 이동 

위의 그림에서 실선으로 나타낸 CD ，(2)，@은 수요함수 A의 이동을 나타낸다 수요함수 A는 시간 

a,/ 
。I 지남에 따라 y절편。] 7m 에서 1m 으로 이통한다 점선으로 나타낸 @，C5l，@은 수요함수 B의 

이동을 나타내며， y절편。] b 에서 b， 으로 이통한다 。1 때 a > b>% Ql 〉 bl 〉%을 가정한다 
a+a, b+b, 

1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요함수는 각각 q=견→-mp q= 견-'-- p 0] 며， 2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요함수는 q=a,-mp , q=b， -p 이다 공동구매에 관한 기폰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수요함수 

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q=a,-mp , q=b， -p 에 대해서 최적 가격과 매출액을 구한 반 

a+a, b+b, 
면，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 가격 차별화를 위하여 1단계의 수요함수 q=-5- mP , q=-r-p 

를 함께 고려하여 최적 가격과 매출액을 구하고자 한다 

그림 1에서 제시된 각각의 수요함수에서， 고객의 reservation price와 현재 가격의 차이를 

s(surp]us)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 = r(I)- p t=tl ,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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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reservation price는 0부터 y절편까지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왼쪽에 제시 
a+a j 

된 수요함수 A의 경우 1 = 1，일 때의 y절편은 2m 이므로， 고객의 reservation price는 0부터 
a+a j 

피도까지 균일하게 분포한다 여기에서， 판매 단계를 2단계로 설정함에 따라 각 단계별로 판매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함수는 각각 2q=a-mp ， 2q=b-p가 된다 

가격 가격 

B:2q=b-p 

란외 A: 2q =a-mp 
2a = b+b, q=-5--p 

',1 
2m 

q, ~ n 
7 •.n. 

s, 

p, 

〈그림 2) 수요함수에서의 surplus 

----~------

) , 

q, 수요 

왼쪽의 수요함수 2q=a-mp 에서 surplus를 세로축으로 하고 수요를 가로축으로 하는 그래프 

를그리면 다음과같다 

surplus 

(0，닫으L_ p,) 
ιm 

(0,E P2) 
m 

2a = a+a, q =-2-' -mp,-ms 

n mn 수요 
(느L :ZL,0)(a+Ql 쁘L ， O) 

2 2 '\-4 2 

〈그림 3) 수요함수의 이동에 따른 surplus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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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함수 2q = 댄으L_ mp 2q=a， -mp 에서 P 는 rese때ion price r(t) 를 의미하므로 
a+a 

s+ p ,. s+ p， 를 각각 대입하면 수요와 sUfplus의 관계식 2q=-r mPl-ms 2q=al mP2 ms 

a+G, a+a. 
를 구할 수 있다 l단계에서 reservation price가 1도인 고객의 surplus는 2m' -p， 이며， 

reserva tJ on price가 p, 인 고객의 surplus는 0이다 마찬가지로.2단계에서 reservation 
a, a‘ 

pnce가 자인 고객의 surplus는 자- p， 이며. reservation price가 p， 인 고객의 surplus는 O 

이다 

2.3 시간에 따른 reservat lO n prrce 변화가 서로 다른 구매자 집단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고객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른 reservat lOn price 

의 변화가 서로 다른 두 집단을 설정하여 문제에 접끈하도록 한다 

공동구매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모든 고객이 통일한 수요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각 고객집단의 reservation price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연 1단계와 2단계에 

서는 서로 다른 수요함수를 구할 수 있다 

(0，으) 
m 

가격 

(0，맏쓰) 
k ’ 
k ’ 

ιm 

、、、 :(캉 0) 

(캉 -k) 

〈그림 4) 시간에 따른 reservatlon prlce 변화 

수요 

먼저 .2단계의 수요함수를 시간에 따른 reservation price의 변화가 다른 두 집단으로 분리하 

” “ 연 위의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 2단계 수요함수의 한 점 (~ ， 0) 에서 공번째 고객의 reservation 

pnce는 0이지만， 두 집단으로 분리하면 reservation price가 k 인 구애자와 k 인 구매자로 나눌 

l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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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 때 (캉 0) 은 두 집단의 평균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창찌로 reservation price가 

본연구에서는 (0，':2)인 고객을 두 집단으로 분리하면 각각 (0，으L+k ’) (0，으L-k’)으로 눌 수 있다 
m m 

분석의 면의를 위하여 k ’ =0 으로 가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0강) 2mk 
2-=)q = a\-mp 이며 

a\ 
(0끽) "t (갇 ， k) 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면 

m -1 L. 

2mk 
과 (웅 k)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연 (2+=)q=껴ψ 가 된다 따라서 판매 초기의 수요함 

a\ 
2mk _ 2mk 

수 2q = a-mp로부터 a 는 이으로 이동하며 . q 의 계수 2는 2 τ「과 2+그「의 두 집단으로 

이동한다 

이를바탕료 1단계에서두집단의수요함를구땐 (2 깜)q =탤-뼈 (2+감)q =원-mp 
이 때 k 값에 의하여 각 단계별， 구매자 집단별로 수요함수들 결정할 수 있다 시간에 따 

’l1 k a + a ‘ 

른 reservation price의 변화7} 큰 집단의 수요함수는 1단계에서 (2+τ)q=?-mP 2단계 

가된다 

2mk 
에서 (2+=)q = a\-mp 이며. reservation price의 변화가 작은 집단의 수요함수는 l단계에서 

a\ 

구매자는 1단계에서의 surplus와 2 
2mk 

(2 짝)q =얻'i- mP . 2단계에서 (2-=)q =a\-mp 이다 
~ ~ ~ 

단계에서의 surplus를 비교하여 구매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시간에 따른 reservation price의 변화가 작은 집단의 경우 

”’k η +a 
1단계의 수요함수는 ι딛)q =τ::'L- mpo]며 이 때 수요와 surplus의 관계식은 

’nk a+a‘ (2 二二)q =.:__τ..!...-mPI- ms 이다 
a\ ι 

φ 

2mk 
2단계 의 수요함수는 (2-=:一)q = a\ - mp 이 며 , 이 때 수요와 surplus의 관계식 은 

a\ 

Q)’ 
2mk 

(2-그:::':')q = a\ -mp, -tnS 이다 

따른 reservation pnce의 수요와 l:l~t:J-l 0 2 
。 닙←一그-마찬가지 대해서도 집단에 변화가 큰 시간에 

@ 

surplus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m m 뼈
 一
2 q 쩌

갇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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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매자의 의사결정 

1단계에서 발생한 수요에 대하여. surplus를 비교하여 1단계의 surplus가 더 크면 1단계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며 .2단계의 surplus가 더 크면 수요가 2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연다음과같다 

s1.jrplus 

n
η
 

L 
m 

수요 

〈그림 5> surplus 비교 

시간에 따른 reservation price의 변화가 큰 집단의 2단계의 surplus를 나타내는 직선 @’이 1 

단계의 surplus를 나타내는 직선 CD과 교차하게 되면 시간에 따른 reservation price의 변화가 

작은 집단의 직선 @’은 반드시 직선 @ 아래쪽에 존재한다 반대로 직선 ￠’이 직선 @와 교차하게 

되면 직선 CD’은 반드시 직선 CD의 위쪽에 존재한다 

a+a, a‘ 

1) 2m' - p, > 자 P2 이연 

직선 CD과 직선 φ’이 교차하게 된다 두 식을 연립하여 풀었을 때 교차점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는 1단계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며， 오른쪽에서는 2단계에서 구매가 이루어진다 이 때 시간에 따른 

reservation price의 변화가 작은 집단에서는 l단계의 surplus가 항상 크므로 모두 1단계에서 

l (a+a,- 2mp,) 、
구매한다 교차점 q = 二~(a-a， -2mp， +2mp，) 이며， 직선 CD의 x절편은 q,’:::;: "I{""~ __ ,-, 01 2mk' !I , 1>....;. '6I-，L\，.r.'L.:.'L~. 2(2a

l
-mk) ’ 

므로 q <q， ’일 때 수요가 이동한다 q ? q， ’이연 수요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구매자가 

l단계에서 구매한다 

한편， 시간에 따른 reservation price의 변화가 큰 집단에서는 수요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지만， 

mk. a+ η 
기울기가 변화함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한다 (2+=)q=- ~-'-mp， -ms 에서 s=O을 대입하연 

a,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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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 ” al(a+al-2mPl) 1 로 a+a, mρ = 이~~ a.=UTUI_~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2(2a, +mk) ,-- '1, --4- 2 

q +q, ’ a,(a+a‘ -2mp‘) 
두 잡단띄 수요 연화를 언영하였을 때. 1 단계에서 구매하는 고객은 ----2 4(2a, +mk) 

」 。 ￡3:-al(a+al 2mPl)-3」
+짜'k(a-a， -2mp, + 2mp，) 이며 2단계로 이동하r 고객 τ 2- 4(2a, -mk) 4mk (a-

a, -2mp, +2mp,) 이다 

a+a. a‘ 

2) 견-;;;-- p, < 김- p， 이연 

” 직선 @와 직선 @’이 교차하게 된다 q' = ~ -'. (-a +a, +2mp, -2mp，) 이며， 직선 a의 x절편은 
2mk 

a,(a+a,-2mp,) 
=-'-'-' __ ' 이다 q <q， ’일 때 q 만큼 수요가 이동하며 . q ~q， ’이면 모든 구매자가 2 

2(2a, +mk) 

단계에서 구매한다-

이 때， 시간에 따른 reservation price의 변화가 작은 집단에서는 기울기가 변화함에 따라서 수 

" a,(a+a, -2mp,) q, ’ q a,(a+a,-2mp,) 
요가 증가한다 직선 @’의 x절편은 q, "= . "2(2a,’-mk) 이다 따라서 -3-= 4(2al+mk) 

-3L(-a+al+2mPl-2mP2) ql ”+q Q ,(a+a,-2mp,). a, 
4mk 는 1 단계에서 구매하며 , 2 4(2a, -mk) 4mk \ - . -, 

2mp， -2mp，) 는 2단계로 이통한다 

2.5 판매자의 의사결정 

가격의 하락이 발생하는 threshold를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9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수요함수에 대하여， 가격이 1단계에서 하락하게 되면 모든 수요에 대 

하여 p， 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2단계에서 하락하게 되면 1단계에서는 P， .2단계에서는 

F 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또한 판얘 기간 전체에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 

요에 대하여 p, 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각각의 수요함수에 대하여 세가지 상황이 발생하 
므로， 모두 9개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된다 

이 때， 가격 차별화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두 수요함수 중 하나는 반드시 2단계에서 가격이 하 

락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차별화가 이 

루어지는 상황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수요함수 A에서 가격이 2단계에서 하락하거나， 

수요함수 B에서 가격이 2단계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만 고려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요함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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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단계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함수 B는 2단계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A는 p， 로 가격 

이 고정되는 반연 B는 1단계에서는 P，， 2단계에서는 p， 로 가격이 설정된다-

〈표 1 >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 

앓醫tB 1단계에서 하락 2단계에서 하락 하락하지 않음 

1단계에서 하락 A: P" B: p, A: P2 , B: P" P2 A: p, B: p, 
2단계에서 하락 A: P' , p, B ‘ P2 A: P' , p, B: P" p, A: P' , p, B: p, 
하락하지 않음 A: p, B: p, A: p, B: P" P2 A: p, B: p, 

이에 따라 최적 가격을 구하기 위한 조건과 목적함수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조건은 a , 

a" b , bl, m , k 에 따라결정되며， 이 때 목적함수는매출액， 의사결정연수는 p" P2 ‘ q 이다 

여기에서， 가격 변화의 경계가 되는 threshold를 수요함수 A, B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두가지로 나뉘며， 기준이 되는 수요함수에서 수요 이동이 발생할지 여부에 따라 다시 두가지 

경우로 나뒤게 된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다섯가지이므로 모두 20가지의 조건과 목적함수가 발생한다 판매자는 조건별로 목 

적함수를 최척화한 후， 20가지의 경우를 비교하여 목적함수의 최대값이 가장 큰 경우를 선택하여 

p" p" q 을 결정 하게 된다 

m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구매자의 효용 감소를 고려하여 공동구매에서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정의하고 가격 차별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공동구매 시장의 가장 큰 특정은 판매가 끝나는 시점을 기 

준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제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가격 결정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매자의 reservat lOn price에 근접한 가격을 제시하기 위하여 Dynamic Pricing을 도입하였다 

특히 시간에 따라 구매자의 효용이 감소하면서 수요합수가 이통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 차별 

화 전략을 적용하였다 즉 먼저 구매 의사를 밝히는 고객은 reservation price가 높고， 나중에 구 

매 의사를 밝히는 고객은 reservation price가 낮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고객의 전략적 선택을 수요에 반영하였다 구매자는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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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의 surplus와 2단계에서의 surplus를 비교하여 구매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reservation price의 감소 속도가 다른 두 구매자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surplus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로부터 수요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이동하는 상황을 정의하였다 

이 때， 판매 단계를 나누연 1단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2단계에서는 어느 수요함수가 실현될 

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공동구매의 특성상 판매 시작 시점에서 가격과 수량에 대한 의사 

결정이 먼저 내려지므로. 1단계가 끝난 시점에서의 정보는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의 전략적 선택을 정의하기 위하여 reservation price가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특히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reservation price의 변화 폭이 상이한 임의의 

두 집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구매자의 행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한계 

를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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