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1.

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일반화된 거래 방식이 되었다 전자상.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직거래를 통해 실물거래

보다 시간과 비용에서 효율적이다.

인터넷 경매는 경쟁 입찰을 통해 매매가 결정되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경매인이 경매물품을 등록하,

면 다수의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경매마감시간

까지 최고입찰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되거나 상,

한가가 정해진 경매일 경우 마감 전에도 상한가에

도달하면 경매가 성사되는 거래방식이다[8]-[10].

인터넷 경매는 초기에 쇼핑몰의 이벤트 단계에 머

물렀지만 현재는 다양한 인터넷 경매들이 개설되고,

있고 구매자 중심의 역경매도 보편화되었다 그림, . [

에서 보듯이 인터넷 경매는 등록물품에 따라 경매1] ,

인과 입찰자를 주선해주는 중계인 역할을 함으로 경

매참여자에게 보다 고객화된 구매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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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터넷 경매의 중계인 역할]

인터넷 경매에서 경매인 관점은 경매에 참여할 물

품이 얼마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가 가

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낙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매시작가 경매마감시간 수량이다 기존, , [3].

인터넷 경매에서는 경매시작가를 입찰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

경매시작가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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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거래의 의미가 곧 전자상거래로 대변될 만큼 전자상거래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내도 예

외는 아니다 전자상거래방식을 기초로 하는 인터넷 경매는 경매인과 입찰자의 상호의사표현을 통한.

거래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경매에 있어서 에이전트는 입찰자 경매인 중개인의 경. , ,

매 참여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대행해주거나 결정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존 인.

터넷 경매에서의 에이전트는 단순한 검색기능과 광고만을 대행하고 있고 경매인이 물품등록을 하고자,

할 때 주관적인 가치평가에 의해 경매시작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매인의 주관적인 경매시작가, .

는 높은 경매시작가로 인해 유찰이 되거나 낮은 경매시작가로 낙찰가가 낮아 불이익을 가져온다 따라.

서 본 논문은 경매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사례 경매 데이터베이스의 경매기록을 기초로

경매시작가를 분석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매 정보 시스템 을 제안하고자(Auction Information System)

한다.



는 높은 경매시작가를 책정하여 경매가 유찰되거나,

낮은 경매시작가를 책정하여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

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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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매 정보 시스템의 위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찰된 경매기록을

가진 사례 경매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분석되

어진 경매시작가를 제공해주는 경매 정보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매 정보 시스템은 그림 에서. [ 2]

보듯이 경매참여자인 경매인 중계인 입찰자가 아닌, ,

제 자의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3 .

관련연구는 장에 기존 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2 ,

장에서 다루고 장에서는 경매 정보 시스템을 제3 , 4

안한다 장에서는 사례 경매 데이터베이스 장은. 5 , 6

경매 정보 에이전트에 대하여 서술한다 장은 경매. 7

시작가 분석 알고리즘과 장에서 경매 정보 에이전, 8

트 인터페이스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서술한다.

관련연구2.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는 인간 사(Software Agent)

용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한다 인터넷 경매에 있어서 에이전트는 입찰[6].

자 경매인 중개인의 경매 참여자를 대신하여 업무, ,

를 대행해주거나 결정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매자의 구매 행위 모델은 표. [ 1]

에서 보듯이 구매과정의 단계를 나타난다6 [2].

단계1 욕구파악

단계2 상품 탐색 무엇을 구입할 것인가( )

단계3 판매자 탐색 누구에게 구입할 것인가( )

단계4 협상 가격 배달속도 지불방식 등 거래조건 결정( , , )

단계5 구매와 배달

단계6 구매 후 서비스와 평가

표 구매과정의 단계[ 1] 6

구매자의 구매 행위 모델에서 에이전트가 고객을

대행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욕구 파악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정보를 제공해 주는 광고에이전트가 있고,

상품 탐색과 판매자 탐색의 역할은 대부분의 인터넷

경매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협상을 위한 에이전트.

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의의 가격협상을 대행해주는

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다 또한 여러MIT Kasbah .

유형의 경매를 구현한 미시건 대학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다AuctionBot[1] [7].

기존 연구의 문제점3.

경매인이 인터넷경매를 통해 물품등록을 할 경우

적정한 경매시작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

다 일반 경매의 경우 감정사 또는 분석가를 통해.

경매시작가에 대한 정보를 통해 물품등록을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인터넷경매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제

공하고 있지 않다[8]-[10].

경매시작가는 경매가 최초로 시작되는 가격으로,

판매자가 경매등록 시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매시작가가 높은 경우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그.

렇다면 경매시작가가 낮을수록 입찰을 이끌어 내어

경매인에게 이익을 주는가의 문제가 있다 경매시작.

가가 낮으면 입찰자가 관심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

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매인에게 있어서 너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된다.

따라서 낙찰된 경매기록을 기초로 하여 등록을 원

하는 물품에 대한 적정한 가격의 동향 분석된 경매

시작가를 책정함으로서 보다 많은 입찰인의 관심을

유도하여 경매인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낙찰은 경쟁 입찰을 통해 매매가 결정되는 것으로

경매물품에 정해진 시간까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

찰한 사람이 낙찰이 되거나 상한가가 정해진 경매,

일 경우 마감 전에도 상한가에 도달하면 경매가 성



사되는 것이다.

유찰은 낙찰의 반대개념으로 경매에 입찰한 사람

이 아무도 없거나 사전에 설정된 희망판매가에 미치

지 못한 채 경매가 마감되는 것을 말한다 경매가.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매시작가를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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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 옥션의 동일한 상품의 경매결과] ( )

그림 에서 보듯이 동일한 경매물품을 가지고[ 3] ,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경매가 낙찰이 된 것에 반면, A

경매는 유찰되었다B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경매인이 경매등

록을 할 때 경매물품에 대한 시작가를 적정하게 책,

정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그림[ 4 경매의 경매시작가] A

그림 의 경매는 경매시작가를 원으로 시[ 4] A 520,000

작하여 번의 입찰을 통해 원에 낙찰이 되13 600,000

었다.

그림 경매의 경매시작가[ 4] B

그림 에서 보듯이 동일한 물품인 경매는 다[ 5] , B

른 경매결과를 나타낸다 경매는 경매시작가를. B

원으로 시작하여 단 한번의 입찰이 없이 유900,000

찰되었다.

경매를 분석하면 등록물품의 적정한 경매시A, B

작가 범위를 알 수 있다 물론 번의 경매결과. A, B 2

로 제시된 범위이므로 실제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

른다.

원 원520,000 x < 900,000≤

경매초기가( x : )

위에서 보듯이 낙찰된 경매기록이 많아진다면 동,

일물품에 대한 경매기록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경매

시작가의 제시가 가능하다 낙찰된 경매결과를 사례.

경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동일한 물품등록 요

청이 있을 때 경매인에게 분석되어진 결과를 제공,

하여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도록 유도한다 사례 경, .

매결과가 많을수록 분석된 결과가 더욱 정확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경매 정보 시스템4. (Auction Information System)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경매 정보 시스템(Auction

은 경매인에 의한 주관적인 평Information System)

가에 의한 경매시작가가 아닌 낙찰된 경매기록인 사

례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분석되어진 경매시작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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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매 정보 시스템의 구조도[ 6]

그림 의 구조도에서 보듯이 제안하는 시스템은[ 6] ,

경매장이 아닌 제 자의 관점에서 경매인을 위해 경3

매시작가를 분석한다 경매인은 물품등록 전에 원하.

는 물품의 경매시작가에 대해 경매 정보 시스템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정보 제공 에[5].

이전트는 사례 경매 데이터베이스에게 이전 경매기

록의 탐색을 요청한다 탐색되어진 정보는 분석기에.

의해 분석된다 정보 제공 에이전트가 경매인에게.



경매시작가를 고지하면 경매인은 적정한 경매시작,

가로 물품등록이 가능하다[4].

사례 경매 데이터베이스5.

사례 경매 데이터베이스는 카테고리별로 경매기록

을 저장한다 카테고리란 용이하게 물품검색을 할.

수 있도록 분류한 물품의 집합이다 경매 정보 시스.

템은 경매물품을 동종의 집합으로 검색하게 용이하

도록 분류하였다 카테고리 는 대분류 중. (Category) ,

분류 소분류로 나누어지며 원하는 정보등록은 경매, ,

인이 분류한다 경매인은 원하는 경매시작가 정보를.

요청할 때도 해당 카테고리를 잘 선택해야 한다.

01 컴퓨터/ 주변기기

02 게임기기/ 게임SW

03 가전제품/ 통신기기

04 도서/ 잡지류

05 음반/ 영상

[대분류]

01 데스크탑

02 노트북

03 맥킨토시

04 프린터

05 모니터

[중분류]

01 PENTIUM

02 PENTIUM MMX

03 CELERON

04 PENTIUM II

05 PENTIUM III

[소분류]

01 컴퓨터/ 주변기기

02 게임기기/ 게임SW

03 가전제품/ 통신기기

04 도서/ 잡지류

05 음반/ 영상

[대분류]

01 데스크탑

02 노트북

03 맥킨토시

04 프린터

05 모니터

[중분류]

01 PENTIUM

02 PENTIUM MMX

03 CELERON

04 PENTIUM II

05 PENTIUM III

[소분류]

01 컴퓨터/ 주변기기

02 게임기기/ 게임SW

03 가전제품/ 통신기기

04 도서/ 잡지류

05 음반/ 영상

[대분류]

01 컴퓨터/ 주변기기01 컴퓨터/ 주변기기

02 게임기기/ 게임SW02 게임기기/ 게임SW

03 가전제품/ 통신기기03 가전제품/ 통신기기

04 도서/ 잡지류04 도서/ 잡지류

05 음반/ 영상05 음반/ 영상

[대분류]

01 데스크탑

02 노트북

03 맥킨토시

04 프린터

05 모니터

[중분류]

01 데스크탑01 데스크탑

02 노트북02 노트북

03 맥킨토시03 맥킨토시

04 프린터04 프린터

05 모니터05 모니터

[중분류]

01 PENTIUM

02 PENTIUM MMX

03 CELERON

04 PENTIUM II

05 PENTIUM III

[소분류]

01 PENTIUM01 PENTIUM

02 PENTIUM MMX02 PENTIUM MMX

03 CELERON03 CELERON

04 PENTIUM II04 PENTIUM II

05 PENTIUM III05 PENTIUM III

[소분류]

그림[ 7 단계 카테고리 방식] 3

그림 에서 나타나듯이 경매인이 컴퓨터 중에서[ 7] ,

노트북에 대한 경매시작가를 알고자 한Pentium II

다면 단계로 분류된 카테고리로 선택해야 한다 선, 3 .

택된 물품의 번호는 번이 된다 기존 인터넷020204 .

경매에서 임의로 분류한 것과는 다르게 제안한 경매

정보 시스템은 사용자에 의한 카테고리의 정의를 제

공하여 보다 고객화된 정보를 제공한다[1].

물품번호 경매초기가 입찰수 경매종료일시수량 낙찰가

020204 520,000 13 2000/03/06   22:241 60,000

020204 700,000 5 2000/03/06 23:061 820,000 

020204 1,300,000 - 2000/03/07   22:241 -

020204 760,000 2 2000/03/08   20:581 770,000 

020204 1,400,000 - 2000/03/08   22:241 -

020204 1,350,000 - 2000/03/08 22:451 -

020204 700,000 9 2000/03/09   20:571 830,000 

Filtering
Filtering

물품번호 경매초기가 입찰수 경매종료일시수량 낙찰가

020204 520,000 13 2000/03/06   22:241 60,000

020204 700,000 5 2000/03/06 23:061 820,000 

020204 1,300,000 - 2000/03/07   22:241 -

020204 760,000 2 2000/03/08   20:581 770,000 

020204 1,400,000 - 2000/03/08   22:241 -

020204 1,350,000 - 2000/03/08 22:451 -

020204 700,000 9 2000/03/09   20:571 830,000 

Filtering
Filtering

그림[ 8 경매기록] Filtering

그림 에서 보듯이 마감된 경매 중에서 낙찰된[ 8] ,

경매만을 하며 유찰된 경매는 기록하지 않Filtering ,

는다 경매기록은 경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물.

품번호 수량 경매초기가 낙찰가 입찰수 경매종료, , , , ,

일시로 구성이 되어있다.

사례 경매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한 물품의 경매기

록이 많을수록 정확한 경매시작가를 분석할 수 있

다 경매기록이 추가될 때마다 분석의 결과가 다르.

게 나오므로 가격변동의 추이에 따라 학습을 통한

분석을 제공한다.

경매 정보 에이전트6. (Auction Information Agent)

제안하는 경매 정보 에이전트는 사례 경매 데이터

베이스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기가 경매시작가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경매시작가를 계산한다 경매인[5].

은 이전 경매기록에 기초한 경매시작가를 제공받음

으로써 주관적인 가치평가가 아닌 가격동향에 따른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로

는 입찰자가 선호하는 경매시작가를 제공함으로 입

찰이 촉진되는 결과를 나타낸다[4].

경매인

입찰자 2

입찰자 3

입찰자 4

입찰자 5

입찰자 1
경매 정보 에이전트

경매경매 정보정보 에이전트에이전트

객관적 경매시작가

분석 결과분석 요청

물품등록

가격동향학습

입찰유도
경매인

입찰자 2

입찰자 3

입찰자 4

입찰자 5

입찰자 1
경매 정보 에이전트

경매경매 정보정보 에이전트에이전트

객관적 경매시작가

분석 결과분석 요청

물품등록

가격동향학습

입찰유도

그림[ 9 가격동향을 학습하는 경매 정보 에이전트]

그림 에서 나타나듯 경매 정보 에이전트는 학[ 9] ,

습을 통해 가격동향에 따라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매인이 입찰하고자 물품에 대한 감정가라고 할 수

있다.

경매시작가 분석 알고리즘7.

경매시작가 분석 알고리즘은 위에서 살펴본 사례

경매 데이터베이스의 경매기록을 기초로 계산하게

된다.



낙찰가 평균 계산1) (Mean Price)

Pi 낙찰가:

Fi 거래수:

M =
P 1 F 1+ P 2 F 2+ㆍㆍㆍ+ P i F i

F 1+ F 2+ㆍㆍㆍ+ F n

=
∑P i F i
∑F i

=
1
N ∑P i F i

경매시작가 분석2) (Initial Price Analysis)

I 경매시작가:

M 경매시작가 평균:

σ2 분산:

σ 표준편차:

I = M - σ

단 표준편차에 사용되는 샘플은 최근 회의 경매( , 10

기록으로 한다)

프린터기에 대한 회의 낙찰 경매기록 샘플을 가50

지고 제시한 경매시작가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경매시작가를 분석한다.

물품번호 Pi Fi PiFi

010503 395,000 1 395,000

010503 400,000 1 400,000

010503 445,000 4 1,780,000

010503 450,000 2 900,000

010503 455,000 8 3,640,000

010503 460,000 21 9,660,000

010503 465,000 9 4,185,000

010503 470,000 1 470,000

010503 475,000 2 950,000

010503 480,000 1 480,000

계 50 22,860,000

표 프린터 물품 회의 낙찰 경매 샘플[ 2] 50

표 의 프린터 물품에 대한 회의 낙찰 경매[ 2] 50

샘플을 통해 프린터기의 평균 낙찰가를 계산하면 다

음가 같다.

M = 1
N ∑P i F i = 457,200

단위 이하(1000 Clear)

따라서 프린터기의 평균 낙찰가는 이 된457,000

다 이 가격은 인터넷 경매에서 이루어진 낙찰 경.

매기록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프린터기에 대한 감정

가라고 할 수 있다.

최근경매 Pi σ σ2

1 445,000 -12,000 144,000,000

2 455,000 -2,000 4,000,000

3 465,000 8,000 64,000,000

4 460,000 3,000 9,000,000

5 465,000 8,000 64,000,000

6 470,000 13,000 169,000,000

7 455,000 -2,000 4,000,000

8 450,000 -7,000 49,000,000

9 460,000 3,000 9,000,000

10 465,000 8,000 64,000,000

표 최근 회의 경매기록[ 3] 10

표 의 최근 회의 경매기록을 기초하여 경매[ 3] 10

시작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프린터의 분산. : σ2 = 580,000,000

프린터의 표준편차. : σ = 24,083

단위 이하(1000 Clear)

I = M -∴ σ

= 457,000 - 24,000

원= 433,000

표준편차는 최근에 낙찰된 경매기록을 통해 가격

동향을 반영하여 좀더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함이

다 적정한 경매시작가는 평균 낙찰가보다 적을 때..

많은 입찰자의 동기를 유발하여 경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매 정보 시스템은 경매인에게 요청.

한 프린터에 대하여 경매시작가 원을 제시한433,000

다.

경매 정보 에이전트 인터페이스8.

다음 그림 은 경매 정보 에이전트에 의해 입[ 10]

찰 초기가 결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린터의 경매

물품에 대한 경매 정보 푸쉬 메일 인터페이스이다.



그림 경매시작가 정보 푸쉬 메일[ 10]

경매인은 경매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경매

시작가 분석 알고리즘으로 인한 경매시작가이 정보

서비스를 받는다.

결론 및 향후 과제9.

본 논문에서 인터넷 경매에서의 에이전트를 이용

하여 경매시작가 분석 알고리즘(initial price

을 제안하였다analysis algorithm) .

제안한 경매시작가 분석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에

이전트가 경매인의 경매시작가의 결정을 위한 정보

서비스를 대행하여 등록을 원하는 물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정하여 주어 경매인에게 효율적인 경매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적정한 경매시작가는 입.

찰자의 입찰 수를 증가시켜 높은 낙찰가에 낙찰을

유도하여 경매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즉 경매. ,

시작가 분석 알고리즘은 기존에 인터넷 경매 시스템

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경매인의 경매시작가를 에이

전트가 학습을 통해 가격 분석을 대행해 줌으로써

사용자의 경매 상품의 가치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

는 메카니즘이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사례 경매 히스

토리의 휴리스틱을 이용하여 잠재적 고객(potential

에게 관심 상품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 상customer)

품을 경매시작가와 어느 기간 안에 경매를 하면 얼

마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매 마진 알고

리즘 을 연구하여 메일(Auction Margin Algorithm)

로 푸쉬 하는 메카니즘을 개발할 계획이다(pu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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