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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기업은 수익을 얻기 위해 시장에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시장을 겨냥하여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여
러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항공사의 경우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

공한다- 보다 안락한 이동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넓은 좌석과 다양한 음료. 고급 음식을 제공하는
business class 를， 보다 저렴한 이동을 왼하는 고객에게는 보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economy
class 를 별도로 개발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 개발은 기업의 이융극대화를 목표로 진행이 될 것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일
서비스를 상정하여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호 연결되는
것으로 전체 서비스군을 고려하면서 개별 서비스릎 개발하여야 한다 가령 항공사에서 economy

class의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러변 경쟁
항공사를 이용하던 고객이 우리 항공사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추가로 얻는 이익이 있을 것이며 기
업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항공사의 business class를 구매하고자
하던 고객이 economy class의 서비스 향상으로 인해 오히려 보다 저렴한 economy class틀 이
용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보다 단위당 수익성이 높은 business class 고객이 수

익성이 낮은 economy class 고객으로 대체되는 결과가 생기고，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는 불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cannibalization 이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제살 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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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부르겠다

이와 같은 cannibalization 현상은 기업 경영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전체 제공 서
비스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위의 예에서 언급한 경우를 볼 때 economy c1ass의 서비스를 향상시

키고자 할 때 business c1ass와의 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함께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이익이 극대
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cannibalization 현상을 모형화하는 문제를 다루고
자한다

대표적 논문으로 들 수 있는 것으로 [Moorthy & Png 1992) 에서 cannibalization에 대해 다
루고 있다 [Moorthy & Png 1992) 에서는 high 와 low 두 가지 고객층이 있고 두 계충의 고객

이 품질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 민갑도가 차이가 있다고 설정을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은 품질에 대한 선호도로 인한 가치가 선형적이라고 하는 가정이다‘ high 계층이라 하더라도 일정

구간이 지난 후에 민감도가 low 계충보다 높게 나오는 비선형적인 선호도가 일반적일 수 있다 또

한 [Moorthy & Png 1992) 에서는 high 충과 low 충의 고객수가 일정하고 이들 전체에게 판매
하거나 전혀 판매하지 않는 all or nothing으로 모형이 구성되어 있다 잠재고객이 인지하는 품질
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 이는 확률변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잠재고객
중 일부에 대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척이다

반면 [Moorthy & Png 1992) 에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고급
품과 일반 보급형의 도입순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업의 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볼 때 도입순서가

중요할 수 있으며 또한 항시 여러 종류의 제품을 모두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다 그리고 우리 모형에서도 언급하였지만 [Moorthy & Png 1992) 에서는 제공하려는 품질 수
준과 가격을 동시에 의사결정하는 모형을 다루고 있다 우리 모형에서는 가격이 시장에서 주어지
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서비스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로 다룰 것이다

n
2.1

모형의 구성

고객의 선택

보다 명확한 의미

전딸을 위해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자 시장에는 한 기업만이 존재하고 이 기

업이 고객에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1 은 보편적인 서비스를， 서비스 2는 고급 서비

,

스를 나타낸다고 하자 그리고 이들 서비스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당연히 Pl:-:; p 를

상정하자 하나의 고객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종류의 서비스로부터 얻는 가치를
표시하자 이 경우 고객의 의사결정은

두 종류의 서비스 중 하나를 구매할 것인지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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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식을 다음과 같이 표
현할수있다

max{v

, - p"

P2'O}

V2 -

이 식에서 세 번째 항을 선돼하게 되면 이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서비스도 구매를 하

지 않는 것을 말하며 ,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서비스를，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하는 것은
고급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V

,

P2

Class 1
/

p , -p ,

0

p,

V,

〈그림

1>

〈그림 1)에서는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 에 따라 서비스 선택의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3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보편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영역은 Class 1

으로， 고급 서비스를 구매하는 영역은 Class 2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구매하지 않는 영역을 나타
낸다

2.2 고객의 가치 인지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인

접 설계 변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많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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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은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로써，

경우 우리는

•

,

V 1 V2

에 영향을

우리가 직

주는 설계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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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이들 셜계연수를 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V1, V 2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간단한

경우로 v，은 설계변수 x， 의 함수이고 v，은 설계변수 x， 의 함수라고 하자 논의의 편의상 설계변
수인 X p X 2

는

일차원

가정하자 이는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수라고

필요한 가정이다 가령 서비스 시간， 좌석의 크기
내는 경우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치적인 비교가 곤란한

항목의 숫자는 동일하더라도 고급의 정도가
고가의 메뉴에는 포함되는 요리의

서비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식당의 세트 메뉴를 보면

숫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는

다 고급 요리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X1

경우도 있다 가령

비해 보다 많은 항목의 서비스가 포함되거나 포함된

고급 서비스의 경우 일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선호체계로

등은 직접 비교 가능한 일차원척인 변수를 나타

같으면서 보

이렇게 일차원적 변수로 표현이 어려운 일반적인

경우에도

-< X 2 을 고객이 v， (x ， )<v， (x，) 으로 인지하도록 설계변수의 차이

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자 앞서 가정하였듯이 X p X 2 가 일차원

변수일 경우

X1

-< X 2 는

X 1 <X

2

을의미하게 된다

2.3 Cannibalization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cannibalization을 다루기로 하자 기업에서 서비스를 셜계할 때
cannibalization 을 고려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이익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가령 보편적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x ， 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단순히 x， 의 수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서
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x ， 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야 한다 가령 x， 의 수준을 올리는 경우를 상정

하여 보자 이 경우 x， 의 수준 향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늘게 된다 따라서 경쟁업체의
고객 중 우리의 보면적인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매출이 늘어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고객 중에서 고급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였던

사람틀 중 일부는 보다 좋아진 일반 서비스의 품질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됨에 따라 일
반서비스룹 구매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down~sell 현상을 cannibalization 이라고 한다
따라서 x， 의 수준 향상에 따른 수익 증가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수익의 감소를 함께 고려하
여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위험중립적인 기업의 목적함수를 모형화하연 다음과 같다

,

, , , ,))+ Ð ,(x"x ,)(p , -c ,(x ,)))

max 1XI . Xμ E{Ð (x"x )(p -c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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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 1 (X 1 ) 은 설계변수 x 1 을 얻는데 대한 단위당 비용 . D 1(XpX ，) 은 두 종류의 서비스에 대

한 수준이

(X p

X，) 일 때 엘반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확률변수를 나타낸다 또한 E는 기대

값을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V 1(X 1)

= X1+ e(x 1 ) 의

형태를 띄는 선형함수인 경우를 살펴보자 여기서 e(x 1)

는 오차를 나타내는 확률변수로 E&(x 1 )=O 이다 이 경우 일반서비스 수준인 X 1 의 수준을 δ 만큼
높이는상황을살펴보자

,

(XpX )• (X 1+ δ ， x， )일 경우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는
(V 1(X 1),V, (X ,)) • (V 1(X 1 + δ)， V， (X， ))=(X 1 +Ô+e 1(x 1 + δ )， x， +e ， (x ，))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x 1 수준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xpx，) 의 원래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한다 의미있는 변화에는 구매하는 class 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와 구애를 하지 않
던 고객이 새로이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v2

P2

, ,

p -p

0

p,

5
〈그림

2>

〈그림 2>에서 볼 때 상단의 화살표는 class 2에서 class 1 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나타낸다 즉
보다 고급 서비스를 구매할 고객이 보다 고급화된 보편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cannibalization 이고 이로 인해 기업은 class 2로부터의 보다 높은 잠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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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단의 화살표와 같이 구매를 하지 않으려던 고객이 추가로

class 1 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기업의 입장

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는 이들 두 가지 화살표 사이의 trade-off 를 고려하여 기업의 입
장에서 순이익이 최대화되도록 각 서비스 수준을 총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lI. 확장
우리의 모형에서는 단일 기업이 제공하는 두 가지 종류의 제품 혹은 서비스 성계에 있어

cannibalizatican 현상을 다루었다- 서비스 수준의 변경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것을 다루었으나
이를 보다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경쟁 기업틀의 대옹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하나의 서비
스 수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른 서비스의 고객에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들 또
한 다양한 서비스의 설계로 대웅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장에 여러 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이들 사이의 경쟁을 고려하는 game model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모형에서는 cannibalization 을 주로 다루고자 단일 기업을 상정한 것이다 만약 시장에 n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이 각자 두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때 기업 1 의 의사결정은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각 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오는 Nash Equilibrium을 통해 보
다 넓은 의미의 cannibalization 현상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max따μ E{D， (x~ ,x; ,x,' ,xi ... , xt ,x;)(p, -c,(셔)) + D，(셔，셔 ， x，'， xi ... ,x,', x;)(p, -c,(x;))
물론 개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반드시 두 가지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일
반화는 용이하다 다음의 식은 소비자의 효용으로

v: 는 기업 J 의 서비스 수준 i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max{이 -p; ，년 -p; ，년 -pf ，년 - p: ,... ,v; - p; ,v; - p; ,O}

,

우리의 모형에서는 편의상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별 가격(우리의 예에서는 p" p )이 주어진 상황
에서

,

V1 v2

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요인에 대한

반적으로는 서비스 수준별

의 영역을

가격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하지만 보다

일
의사결정 변수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변수

(v"v"p"p，) 로 확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격이 상황변수로 주어진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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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루었던 우리의 모형은 이러한 보다 일반적인 문제의 subproblem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revenue management에서 다루는 것처럼 두 종류의 서비스 내지는 제품에 대한 생산용
량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제약식을 고려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형에

서는 제공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제한이 없는 것을 가정하였으나， 생산용량의 제약
식이 binding 할 경우 기존의 최적해에서 제안하는 것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기업
이익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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