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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time을 고려한 가격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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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전통적으로 다루는 규법적 대기행렬모형에서는 고객의 도착률이 주어질 경우 투자비를 고 

려하여 적절한 처리율을 결정하고 이로 인해 고객의 평균대기시간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자 한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주어진 것으로 상정되는 도착률이 외부변수가 아니라 우리 

의 의사결정에 의해 간접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고객의 평균대기시간이 길어 

질 경우 고객불만으로 인해 고객의 도착률이 감소되고 이차적으로 고객의 평균대기시간이 감 

소되어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균형점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에 부과하는 

가격에 따라서도 고객의 도착률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 또한 고객의 평균대기시간에 영향 

을 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객의 대기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지만 실제로 한 제지업체의 경우 

제품조달기간을 단축시켜 보다 많은 울량과 높은 가격을 얻어 수익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II. 모형 

우선 모형에 사용되는 부호에 대해 정의하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대기행럴모형에서 사용되 

는 부호를 사용한다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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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고객의 도착률 

W 조달기간， 고객 평균대기시간 

P 처리율 

p 서비스 가격 

π 이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별도의 변동비가 들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자 이 경우 우리는 

이익함수인 π =pA 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경우와 같이 도착률( A )은 수 

요함수로부터 다음의 특성 을 갖는다고 가정하자 

aλ ^ 8Â 
τ 、 v --<U 
op 8W 

이들 식이 의미하는 바는 고객의 도착률은 가격이 상숭함에 따라 감소하며 고객의 평균대 

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가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고객의 도착과 처리가 지수분포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서비스제 

공자가 하나라고 가정하면 다읍과 같은 균형조건을 나타내는 관계식을 얻게 된다 

W=----
μ Â(p,W)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최적화모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subject to 

Max{W}pλ(p， W) 

W=---
μ-λ(p，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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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석하여 보면 의사결정연수는 가격과 평균대기시간이지만 이들 둘 사이에 제약식으 

로 표시된 균형방정식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의사결정변수를 단일화할 수 있다 

우리는 평균대기시간을 단일화된 의사결정변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m. 예제 

보다 구체적인 답을 구하고자 선형모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고객의 도착률 A 는 가격과 고 

객대기시간에 대해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또한 상호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자 이를 

식으로 표시하여 보연 다음과 같다 

λ(p， W) = μ ap-bW 

여기서 a. b는 양의 상수를 나타낸다 분석의 펀의상 

μ $3Jb 

를 가정한다 

물론 a. b는 안정상태를 위한 조건으로 

À(p,W) < μ 

을 만족시키는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우리는 a. b가 양의 상수로 가정하였으므로 당 

연히 성립하고 단지 O 드 ~ (P. w) 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 균형방정식을 구해보띤 

W=--
μ À(p,W) 

ζ1-」-)=W
ap+bW 

<:=>bW 2 +apW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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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차방정식을 풀어보면 고객대기시간과 가격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W = -ap+파문파b 
2b 

또한 가격을 대기시간의 함수로 표시하면 다음을 구할 수 있다-

P 

1/파 W 0 μ
 

U 

〈그림 1 > 

W의 정의역은 p?O으로부터 W5,I/,jb 이고 다음의 식에서 _!_5, W 이므로 결론적으로 
μ 

1/μ 5， W 5，1/파이 된다 

우선 위 식을 이용하여 안정상태를 위한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해보도록 하자 

0 5，，1 < μ 

.:::> ap+bW 5， μ 

tilsw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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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식을 이용하여 이익함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π =pλ 

= p(μ ap-bW) 

l-bW 2
. l-bW 2 

= ... (μ - a -.:: bW) 
a l'l' a l'l' 

l-bW2
• 1 

=' -... (μ .:.J 
aW 

-bμrW b μ 1 
=--' -+-+_._---

a a aW aW 2 

이러한 이익함수를 W에 대해 미분을 하면 

dπ -bμ μ 2 

dW a aW 2 aW 3
• 

Lead-time을 고려한 가격최적화 

이러한 일차미분함수의 개략적인 형태를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π 

0 W 

〈그림 2) 

우리는 μ <Ç; 3Jb의 가정으로부터 보쪽=갚r 」?SO 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이익함 
dWι aW J aW ‘ 

수는 W에 대해 오목함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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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차미분함수를 0으로 하는 가격이 최적해가 된다 

dπ 

dW 

브쓰 =0 
dW 

~bμW3 + μW-2=0 

〈그림 3) 

W 

위 방정식의 혜를 W’로 표시하면 우리는 최적 가격을 구할 수 있다‘ 

l-bW'2 

p - --_. 
aW 

N.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기행렬모형을 이용하여 이익최적화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대 

기행렬 모형에서는 최척의 서비스율을 결정하고자 한다 최근 신속한 서비스 충족이 강조되 

면서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 중 하나로 대두되어 왔다 많 

은 경우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 

업들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것이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임에는 분명하지만 

신속한 서비스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고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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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서비스시간이 신속해짐에 따라 늘어나고 가격이 오름에 따라 감소한다 따라서 무조건 

적으로 신속한 서비스룹 추구하여 일정한 서비스 시간을 약속할 경우 수요증가에 따른 대기 

시간 증가를 감당하기가 힘들 수가 있다 즉 가격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적절한 서비스시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적절한 가격과 시간이 동시에 고려되어 이익을 최대화하는 

모형을 다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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