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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다양한 에이전트를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

화시키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이러한 연구들은 판매자의 실제 이익보다는 구매자

의 선호도에 따른 물품을 추천하는데 있고, 가격과 이윤을 다룬 연구가 있어도 이 가격이 실제 이윤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가 회계 이론에 기반한 원가 산정법들 중에서 고저점법, 산포도법, 학습 곡선법의 비교ㆍ분석을 통

하여 원가를 보다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판매자는 이를 반 하여 입찰가를 결정함으로써 

적정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각 원가 산정법을 적용한 에이전트의 성

능 실험을 하 고,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인 학습 곡선법을 통해서 적정 이윤을 보장하면서도 낙찰

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1. 서론

  최근에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정책지향 매칭 

에이전트[8]나 추천 시스템[3]을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이전트의 개발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지만, 실제 판매 이윤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가격과 이윤 문

제를 다룬 연구[7]가 있어도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가격에 국한되어 있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가

격이 실제 이윤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지를 파악

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 구매자는 대량의 물

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

면에, 판매자는 최저가를 제시해서 거래를 성사시켜

야만 하는 경쟁 부담이 있다. 

따라서 공동구매시스템과 같이 대량의 물품을 직

거래하는 시스템에서 적정 이윤을 보장하면서도 낙

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입찰가를 판매자에게 제공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원가 회계 이론에 기반한 

원가 산정법인 고저점법, 산포도법, 학습 곡선법을 

비교ㆍ분석하여 정확히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

아보고, 판매자가 이를 이용하여 입찰가를 결정할 

때, 손해 없이 적정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세 가지 원가 산정법들을 비

교ㆍ분석하고, 각 원가 산정법을 반 한 입찰가 생

성 에이전트의 성능 실험을 통해, 적정 이윤을 보장

하면서도 낙찰율을 향상시키는 원가 산정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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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및 원가 산정법

  본 절에서는 관련 연구와 원가 회계 이론에 근거

한 원가 산정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1 관련 연구

  기존에는 정책지향 매칭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현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연구[8]와 한 단계 더 나아가 인터넷 경매를 

위한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마진 푸쉬(push)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가격과 이윤의 문

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연구가 있었다[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전자상거래 시장

의 활성화에만 목적이 있거나, 가격에 관한 연구라 

하더라도 과거 낙찰 가격이나 경매 방법 등을 이용

한 마진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정낙찰가격

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가격과 얼마나 유사한지

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원가 산정법을 이용하여 판매자를 

위한 입찰가를 생성하는 연구로 원가 회계 이론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원가를 추정

하는 방식인 단순 고저점법을 사용한 연구[1][2]와 

이를 학습 곡선법과 비교 분석한 연구[6]가 있었다. 

그러나 입찰가 생성에서 고저점법을 이용할 경우에, 

최고점과 최저점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값

이면 이 값들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

이 있고[4], 또한 두 원가 산정법만을 비교 분석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원가 산정법 비교 분석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원가 산정법들을 비교

ㆍ분석하여, 판매자에게 적정 이윤과 낙찰율을 제공

할 수 있는 원가 산정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

다.

2.2 원가 산정법

2.2.1 고저점법

고저점법(high-low point method)은 통계적 추정

방법의 일종으로 과거의 원가 자료 중에서 최고조업

도와 최저조업도에 대한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고

정 원가와 변동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적은 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이해가 용이하다는 

장점과 관측 자료 중에서 단지 두 점을 사용하여 전

체의 원가 추리를 파악한다는 단점이 있다[4].

2.2.2 산포도법  

산포도법(scatter diagram method)은 도표상에 나

타낸 관측 자료를 관찰하여 원가 관측 자료와 조업

도 관측 자료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직

관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고저점법을 이용하여 

구한 원가 직선이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보조적 기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분

석 담당자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직선이 주관적으

로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4].

2.2.3 학습 곡선법  

학습 곡선법(learning curve)은 작업자들이 특정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산출량 수준과 업적 수준이 향상되는 학습 현상이 

존재하여 누적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누적

평균 변동 원가가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의미

하며, 직접 작업을 행하는 산업에 적합하지만, 그 학

습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을 일반론으로 정립시킬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4].

3. 입찰가 생성 에이전트

이 절에서는 입찰가 생성 과정과 각 원가 산정 방

법을 이용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

고, 이를 적용한 입찰가 생성 에이전트를 설계한다.  

3.1 입찰가 생성

식(1)은 입찰가 생성 에이전트가 판매자에게 제공

하는 최종 입찰가를 구하는 공식으로, 각 후보 입찰

가를 생성한 후 가중치 W1, W2의 값을 각각 0.5로 

적용한다. 

P bid- price=W 1×P total-cos t+W 2×P bid- history…식(1)

(단, Pbid-price=최종 입찰가, Ptotal-cost=원가 산정법에 

따른 후보 입찰가, Pbid-history=과거 낙찰 기록에 따른 

후보 입찰가, W1, W2=가중치 (W1 + W2 = 1) )

과거 낙찰 기록에 따른 후보 입찰가는 다음 식(2)

를 사용하며[1][2], 각 원가 산정법에 따른 원가 산

정은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P bid- history= ( 1n ∑
n

i= 1
w i×p i)×Q  …………… 식(2)

(단, n=유사한 사례의 수, wi=i번째 경우에 대한 가

중치, pi=i번째 경우의 단위당 입찰가, Q=전체 판매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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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원가 산정

원가 산정을 위해 고저점법, 산포도법, 학습 곡선

법의 세 가지 원가 회계 이론을 사용하며, 이 회계 

이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가 산정법은 다음 식

(3)과 같다. 

P total-cos t=a+b ×Q total
 ……………………… 식(3)

(단, P=총원가, a=물품의 고정원가, b=물품의 단위

당 변동원가, Qtotal=생산량)

각 원가 산정법들의 a, b 값을 구하는 방식은 각

각 다르며 그에 따라 추정되는 총원가도 달라진다.

3.2.1 고저점법

고저점법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직선을 연결하여 

생성된 방정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원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a, b 값은 다음 식(4)와 (5)에 의해서 구해

진다.

b=
P cos t-max-P cos t-min

Q max-Q min

…………………… 식(4)

(단, b=물품의 단위당 변동원가  Pcost-max=최고 총원

가, Pcost-min=최저 총원가, Qmax=최고 생산량, Qmin= 

최저 생산량)

위에서 구한 단위당 변동원가를 이용해서 고정원

가를 식(5)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a=P month-(b×Q month)  ……………………… 식(5)

(단, a=물품의 고정원가 , b=물품의 단위당 변동원가 

, Pmonth=최고 또는 최저점의 총원가, Qmonth=최고 또

는 최저점의 생산량)

3.2.2 산포도법

산포도법은 분석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원가와 조

업도 관측자료 관계를 결정해야 하므로 특정한 공식

이 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고저점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포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 식(6)과 같은 표준 편차식을 활용하고

자 한다.

σ 2=
1
n ∑

n

i=1
(p i-m)

2  ………………………… 식(6) 

(단,σ =표준편차, n=분포된 원가의 개수, p=분포된 

원가들, m=분포된 원가들의 평균)

3.2.3 학습 곡선법

학습 곡선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는 단순회귀분석법을 이용하며, 표본자료의 평균선

을 구하기 위해 최소 자승법을 사용한다. 단순회귀

분석법이란, 원가의 추이를 하나의 독립 변수의 변

화에 관계를 갖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여 최소 자승법

에 의해서 회귀선을 구하는 것이며, 최소 자승법은 

원가 편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정식을 구하

는 것을 의미한다[4].

∑
n

i=1
P i=na+b ∑

n

i=1
Q i

  …………………………식(7), 

∑
n

i=1
Q iP i=a ∑

n

i= 1
Q i+b∑

n

i= 1
Q i

2

……………… 식(8)

(단, P=단위당 평균누계원가, Q=누적 생산량, a=고

정 원가, b=물품의 단위당 변동원가)

3.3 입찰가 생성 에이전트 설계

[그림 1]은 입찰가 생성 에이전트의 구조를 나타

낸 그림이다. 먼저, 원가 추정 방법 모듈에서 원가 

정책에 따른 원가 정보를 선택하고, 총원가 산정 모

듈에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원가 방정식을 유도하여 

원가를 산정하며, 최종 입찰가 생성 모듈에서 과거 

낙찰 정보와 총원가를 이용하여 판매자를 위한 최종 

입찰가를 생성한다. 

총원가산정모듈

과거낙찰기록
DB

최종입찰가생성모듈

원가추정방법모듈

산포도법고저점법학습곡선

과거낙찰
정보

최종
입찰가

입찰가생성에이전트

판매자

정책DB생산비용
DB

총원가

정책생산비용
정보

총원가산정모듈

과거낙찰기록
DB

최종입찰가생성모듈

원가추정방법모듈

산포도법고저점법학습곡선

원가추정방법모듈

산포도법고저점법학습곡선산포도법고저점법학습곡선

과거낙찰
정보

최종
입찰가

입찰가생성에이전트

판매자

정책DB생산비용
DB

총원가

정책생산비용
정보

[그림 1] 입찰가 생성 에이전트 구조도

4. 입찰가 생성 에이전트의 성능 실험 

본 절에서는 각 원가 산정법을 반 한 입찰가 생

성 에이전트에 대한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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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성능 실험 환경 및 방법

성능 실험을 위해 실제 LCD 산업 분야를 분석한 

연구에서 제시한 총원가, 총판매량, 판매 가격 등의 

평균 데이터를 활용하며[5], 최근 2년간의 연평균 데

이터 120건을 시뮬레이션하 다. 각 원가 산정법을 

적용한 입찰가 생성 에이전트는 판매자에게 최종 입

찰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Visual basic 6.0을 

사용하여 개발하 다. 

4.2 성능 실험 결과 

4.2.1 전체 입찰의 낙찰율 비교

[그림 2]는 전체 입찰에 대한 낙찰율을 비교한 그

래프이다. 이 그래프는 원가 이하의 가격을 제안함

으로써 낙찰에는 성공했지만 판매자가 손해를 본 건

수도 포함한 경우로써, 그래프 상에서는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낙찰율이 에이전트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높지만, 그만큼 판매자가 손해를 보면

서 낙찰될 확률도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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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입찰의 낙찰율 비교

4.2.2 이익이 발생한 경우의 낙찰율 비교

그러나 [그림 3]은 낙찰된 건수 중에서 이익이 발

생한 경우에 대한 낙찰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각 원

가 산정법을 반 한 에이전트를 사용한 경우가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학습 곡선법을 적용한 에이전트의 낙찰율이 비교적 

우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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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익이 발생한 경우의 낙찰율 비교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판매 가격에 대한 실제 이윤을 파

악하기 위해서 고저점법, 산포도법, 학습 곡선법과 

같은 원가 산정법들을 비교ㆍ분석하고, 각 원가 산

정법을 기반으로 한 입찰가 생성 에이전트를 개발하

다. 그리고 에이전트들의 성능 평가를 통해 학습 

곡선법을 활용한 에이전트가 비교적 성능이 우수함

을 보 고, 가격과 이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

하여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판매자의 입장을 고려하

여 공동구매시스템에서 판매자가 적정 이윤을 확보

하면서도 낙찰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 다.  

향후에는 이러한 학습 곡선법을 적용한 에이전트

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공동구매시스템을 구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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