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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tried to suggest a new model that can effectively redistribute the 

tickets in the online ticket resale market, while suggesting a new allocation 

mechanism based on an agent negotiation. To this end, this study has analyzed and 

simulated the secondary ticket market through System dynamics. As a result of 

these simulations, it has been proved that the price stability of ticket resale market 

leads to an increase in revenue. An agent negotiation helps to stabilize the ticket 

prices that are usually inclined to rise at auction, benefiting all the participants in 

the negotiations, consequently showing a Pareto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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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2차시장에서 티켓을 재배포하기 한 구매  매 모델을 수립하고, 이에 

한 효율 인 상 방법론을 제안한다. 인터넷을 통한 공연, 스포츠, 화 등의 입장권을 

매하는 온라인 티켓 (ticketing)의 시장규모가 매년 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

인을 통해 구매한 매티켓을 다시 재 매하는 티켓 2차 매 시장 규모도 차 증가할 것

으로 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티켓 2차 매시장의 규모는 약 25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티켓나우

닷컴(ticketnow.com)과 스터 허 (stubhub.com)와 같은 인터넷 문회사들도 등장하 다[6]. 

일반 으로 1차 티켓보유자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티켓 보유자는 이를 1차 

매자에게 환불하거나, 는 2차시장을 통해 재 매하고 있다. 자의 경우 1차 구매자는 

부분 환불  취소에 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후자는 1차 구매자가 직  경매사이트 등을 통해 재 매하는 경우이다. 이때 액

면가보다 놓은 가격으로 재 매될 경우, 1차 구매자는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차 

매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2차 매시장이 차익실 만을 노리는 음

성  요소로 지배될 수 있다. 이는 곧 1차 매시장에 악 향을 미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2].

한편 재 매 지와 같은 2차시장에 한 강력한 규제 심의 정책은 오히려 체 티켓 

시장을 축시킨다. 이는 시장의 순기능을 해시켜 1차 구매자의 경제  손실을 발생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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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티켓 재 매가 티켓시장에 미치는 향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로 표 된  그림을 살펴보자. 우선 1차 구매자가 증가하

면 람인원이 증가되고, 공연수익은 늘어난다. 이를 통해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공

연, 부 시설  서비스 등)도 향상된다. 이것이 티켓 1차 매시장이다. 결국 1차 구매자

의 증가는 계속 인 선순환을 하게된다. 

여기서 1차 구매자  재 매를 하고자 하는 티켓 공 이 증가하면 티켓 재 매 가격은 

일반 으로 하락한다. 그러나 흥행성(인기  인지도)이 높고, 재 매되는 티켓의 공 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재 매 티켓의 가격은 액면가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다. 이로인해 재 매 

수익이 증가하고, 재 매 티켓에 한 공 이 증가된다. 여기서 문제는 1차 구매자  이러

한 재 매 수익만을 노린 구매자가 증가하여 1차 티켓시장보다 2차 티켓시장이 더 커질경

우, 다수의 구매자가 손실을 입게된다. 한 증가된 재 매 티켓가격은 2차 구매자의 수요

를 감소시켜, 1차 매시장에도 악 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을 통해 2차 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됨으로써 1차 매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다. 특히 2차 매시장에서 재 매 되는 티켓의 가격이 어떻

게 형성되느냐가 매우 요하다. 이는 곧 재구매 수요에 직  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

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티켓 2차 매시장의 효율 이고 투명 인 티켓 재배포에 한 모델과 

에이 트를 이용한 가격결정 메카니즘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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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매자 기반의 티켓 재 매 모델

2. 모델링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티켓 재 매 모델은 Kawamura et. al(2004)의 Customer-driven 

reservation adjustment(CRA) mechanism을 기반으로 삼고있다[4]. CRA mechanism은 특정 날

짜의 티켓을 구매하고 싶은2차 구매자가 시스템에 액면가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 시

스템은 1차 구매자를 상으로 메일을 발송하고, 2차 구매자  본 요구에 응할 구매자를 

무작 로 선택하여 다른 날짜의 티켓을 제공한다. 이때 제공되는 티켓가격은 할인되어지며, 

이는 2차 구매자가 지불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RA mechanism에 해 에이 트 상이 가미된 실용  운 모델 

 시스템을 제안한다. 우선 본 모델의 핵심은 매자가 본 모델을 직  운 하는데 있다. 

이는 1차 구매자가 직  매하는 경매 방식이 아니라 원천 티켓 매자가 재 매를 담당하

도록 한다. 이에 본 모델의 이름을 Seller based Agent Ticket Resale(SATR) 모델로 명명하 다.

본 모델을 통해 원천 티켓 매자는 1차 구매자에게 다른 날짜(일정)의 티켓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1차 구매자가 직  재 매를 하 을 때 미 매 는 액면가 이하의 가격으로 재

매하는 험요소를 제거한다. 한 악의  음성시장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다른 날짜의 구

매자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잇 을 가진다. 이는 매의 안정  확보로 이어져 수익증가

와 매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한 SATR모델의 핵심은 매자(1차 구매자)와 구매자

(2차 구매자)가 에이 트 상을 통해 티켓의 매가격을 결정하고, 재배포하는데 있다. 본 

모델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The process of SATR



에이 트 상기반의 온라인 티켓 재 매 모델 - 147

기존 경매모델과 비교하여 본 SATR모델의 장 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매자의 

에서 기존 모델을 1이라고 봤을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ATR모델은 1이상이 되어

짐을 볼 수 있다.

[표 1] 티켓 2차 매시장에 한 SATR 모델 비교

기존 경매 모델 SATR모델

고객(구매자)의 수 1
1이상(재 매 구매자를 다른 날짜

에 매하도록 유도)

재 매 수익 1이상 1이상

재 매 수익자 1차 구매자, 재 매업체 1차 구매자, 원천 매자

가격결정방식
매자(1차 구매자)와 구매자(2차 구

매자)의 상 는 정해진 가격 

매자(1차 구매자)와 구매자(2차 

구매자)의 상 

상방식(동시 상) 1:1 는 1:다(구매자) 다:다

그러나 본 모델은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가지고 있다. 

① 재 매 실패 시 원천 매자가 1만큼의 손실을 가질 수 있음

② 재 매 수익이 기존 경매모델보다 낮을 경우, 1차 구매자를 유도할 장치가 있는가?  

이러한 두가지 험요소를 제거하기 해 에이 트를 이용한 상모델을 함께 제안한다. 

2. 에이 트 상

본 에이 트 상의 기본  원리는 티켓 재배포의 효율성에 있다. 이를 해 재 매되는 

티켓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한다. 이는 앞서 [그림 1]의 인과지도에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티켓의 가격이 상승될 경우, 재 매 티켓의 공 이 증가하고, 이로인

해 2차 매시장이 음성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지 하 다. 한 가격이 과도하게 상

승되면, 2차 구매자의 수요가 감소하여 티켓 체 시장을 축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티켓 

재 매 시 가격의 결정이 구매자와 매자간의 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가격이 상승

되지 않도록 본 상을 개발하 다. 

일반 으로 경매시장에서 가격이 상승되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경매상품의 

희소성이며, 둘째는 구매자간 경쟁이다. 티켓의 경우, 경매상품의 희소성은 흥행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상 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상으로 조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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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의 핵심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열 경쟁을 효율 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해 본 상은 반드시 다수의 구매자와 매자가 각각 존재함

을 제로 한다. 

본 상의 분산 메커니즘을 구체 으로 설명하기 해 우선 다음과 같은 IP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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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집합: M={1,2, …,m}
- 매자의 집합: N={1,2,…,n}

-
j
pc : 매자 j∈N가 구매자 p∈M에게 제시하는 티켓 가격

-E: 구매자 p∈M, q∈M, p≠q가 하나의 매자에게 집 될때의 집합

-
j
eo : 구매자(p,q) ∈E가 동시에 하나의 매자 j∈N에게 집 될 때 상승되는 가격

-
j
px : 구매자 p∈M와 매자 j∈N가 거래하면 1, 아니면 0

-
j
ez : 구매자 p∈M, q∈M, p≠q가 동시에 매자 j∈N와 거래하면 1, 아니면 0

 IP에서 
j
eo 는 구매자(p,q)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매자(j)가 추가 으로 상승시키는 

가격이다. 이러한 상승가격을 최 한 억제시키기 해, 구매자는 매자가 제시한 가격(
j
eo )

이 자신이 고려하고 있는 가격보다 높을 경우, 다른 매자로 이동을 하게된다. 이때 다수

의 구매자  어느 구매자가 어떤 매자에게 이동할지, 그리고 이동 시 변화되는 티켓의 

가격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이득과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를 구매자간 재 상을 통해 결정

하게 된다[5]. 이때 구매자간 재 상은 우선 다음과 같은 제조건을 고려한다. 

첫째, 
j
eo 보다 더 렴한 다른 티켓이 존재할 수 있다. 좌석 등 , 다른 회차 는 다른 

날짜 등에 따라 재 매되는 티켓 가격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이는 구매자가 언제든지 다른 

매자와 거래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둘째, 특정 구매자의 이동으로 인해 경쟁의 정도가 

어들면 재 매 티켓가격(
j
eo )이 하락될 수 있다. 왜냐하면, 티켓은 시간에 민감한 상품이

며, 재 매 가격은 수요와 공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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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조건을 바탕으로 구매자간 재 상의 핵심 로직은 다음과 같다.

- Step 0. 2개 이상의 구매자가 최선책(가장 렴한) 매자를 선택

- Step 1. 하나의 구매자( 상주도자)가 최선책 매자를 선택하고, 나머지 구매자( 상

상자)가 차선책 매자로 이동

- Step 2. 차선책 이동 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만큼 보상

- Step 3. 보상이 음수가 되면 Step 4로 이동하고, 그 지 않으면 상종료

- Step 4. 하나의 구매자( 상주도자)가 차선책 매자로 이동하고, 나머지 구매자( 상

상자)는 최선책 매자에 남겨짐

- Step 5. 차선책 이동 시 손실이 발생하면, 이득에서 보상

- Step 6. 보상이 음수가 되면 Step 7로 이동하고, 그 지 않으면 상종료

- Step 7. Step 0으로 이동하고( 기화), 상종료

[ 상 상황별 티켓 재 매 가격]

1) 2개 이상의 구매자가 최선책 매자를 선택할 때 티켓가격: (
j
pc +

j
eo )

2) 하나의 구매자가 최선책 매자를 선택할 때 티켓가격: 
j
pc (j=1), 이때 

j
eo 만큼 이득 

3) 하나의 구매자가 차선책 매자를 선택할 때 티켓가격: 
1+j

pc , 이때 (
j
pc +

j
eo -

1+j
pc )<0 

이면 손실

4) 2개 이상의 구매자가 하나의 차선책 매자를 선택할 때 티켓가격: (
1+j

pc +
1+j

eo ), 이때 

(
j
pc +

j
eo -

1+j
pc -

1+j
eo )<0이면 손실 

Ⅲ. 실 험

본 실험에서는 티켓 2차 시장에 용할 에이 트 상의 타당성을 실험한다. 우선 앞서 

제시한 [그림 1]의 티켓 재 매 시장에 한 인과지도를 시뮬 이션하기 해 [그림 3]과 

같이 재모델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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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티켓 재 매 시장에 한 시뮬 이션 모델

본 모델링의 시뮬 이션 결과, [그림 4]에서 6회차(공연횟수)까지 2차 매 구매자(수

요)와 2차 매 공 량(공 )이 균형을 이루어가다 7회차 이후 수요공 간 오차가 차 

커져감을 알 수 있다. 

[그림 4] 티켓에 한 수요, 공 과 수요공 오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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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요공 간의 오차발생은 [그림 5]와 같이 상가격에도 향을 미쳐 오차발생이 

커질수록 상가격의 진폭이 더욱 크게 장되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수요가 공 보다 크

면, 상가격이 올라가고, 공 이 수요보다 크면, 상가격이 하락됨으로써 상가격의 진

폭정도가 수요-공 간 균형에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상가격의 변화

[그림 6]에서는 [그림 5]의 7, 8, 9회차 상가격이 증가함으로써 2차 매 수익이 미미

하게 상승되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요-공 간의 오차가 을 경우, 즉 수요-공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가 그 지 않을 경우보다 매수익이 반 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2차 매수익과 수익의 변화

이러한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가격결정의 안정화가 오히려 매자의 수익을 증가시킴



152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9권 제1호 2008. 5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격결정의 안정화를 해 이번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에이 트 상을 구체

이면서 간단한 시나리오에 용해 보도록 하자. [표 2]와 같이 3명의 매자가 다수의 구

매자에게 보유한 티켓(A등 , R등 )을 매한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티켓가격이 가장 

렴한 매자 A(최선책)에게 집 될 것이다. 이 경우, 다수의 구매자가 경쟁하게 된다면, 

가격은 $100에서 추가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상가격이 $105이상이 될 경우, 구매자는 

매자 B(차선책)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구매자가 동시에 매자 B로 이동할 경우, 

이 한 티켓가격을 추가상승시키게 된다. 이러한 다수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상승은 오히려 

매자 C, 는 다른 등 (R등 )의 티켓을 기에 선택하는 것이 명할 수도 있다. 그러

나 개인의 이익을 극 화하려는 실제 시장에서 이러한 측은 매우 어려우며, 실 세계를 

최 한 반 하고 있는 에이 트 역시 측을 통한 행 를 구 하기는 어렵다[7]. 결국, 구

매자의 집 상은 티켓 2차 매시장의 가격을 측할 수 없게 만들며, 혼란을 가 시킨다. 

[표 2] 시나리오

매자 매자 A 매자 B 매자 C

티켓가격
A 등 $100 $105 $107

R 등 $110 $112 $115

[표 3] 에이 트 상을 통한 재 매 티켓 할당 결과

시나리오(1)

매자/
티켓가격(A등 )

매자 A
($100)

매자 B
($105)

매자 C
($107)

구매자

4명 *($105, 2명) ($105, 1명) ($107, 1명)

10명 ($129, 4명) ($132, 3명) ($133, 3명)

25명 ($161, 9명) ($164, 8명) ($168, 8명)

시나리오(2)

매자/
티켓가격(A, R등 )

매자 A
($100, $110)

매자 B
($105, $112)

매자 C
($107, $115)

구매자

4명
A등 :($100, 1명)

R등 :($110, 1명)
A등 :($105, 1명) A등 :($107, 1명)

10명
A등 :($113, 3명)

R등 :($110, 1명)

A등 :($111, 2명)

R등 :($112, 1명)

A등 :($114, 2명)

R등 :($115, 1명)

25명
A등 :($145, 6명)

R등 :($153, 4명)

A등 :($151, 5명)

R등 :($154, 3명)

A등 :($155, 5명)

R등 :($148,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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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나리오를 본 에이 트 상에 용할 경우, 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결과

에서는 참여 구매자 수가 증가될 때, 결정되는 매자와 재 매 티켓 가격 그리고 할당된 

구매자 수를 알 수 있다. 특히 2가지 등 의 티켓이 동시에 매될 경우, 에이 트 사에 

따라 등 별 티켓의 구매자 수가 할당된다. 즉, 에이 트 상은 시장에 존재하는 구매자와 

매자 수에 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정한 티켓의 재 매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다.

본 에이 트 상을 통해 해결된 티켓 재할당 문제는 매자의 수가m개이고, 주문의 수

가 n일 때, 체 조합의 수는 (m)n이 되는 NP-hard 문제이다[1, 3, 8]. 에이 트 상의 결

과가 티켓 2차 시장의 최 해를 보장할 수는 없으나, 모든 참여자가 손실을 보지않는 

토 최 해를 보장할 수 있다[5, 7]. 이러한 에이 트 상이 티켓 2차 매시장을 한 

SATR 모델에 용될 경우, 활용의 가치는 더욱 증 될 것으로 상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SATR모델과 에이 트 상은 티켓 재 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이익을 극 화할 수는 없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험성을 제거한다. 이를 통해 사회  가치와 이익을 증가시킨다. SATR모델과 에이 트 

상은 서로의 취약 을 상호보완하는 계이다. SATR 모델이 성공하기 해서는 에이

트 상을 통한 티켓 재할당 메커니즘이 제공되어야 하며, 에이 트 상 한 SATR모델

을 통한 정책  인 라가 조성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매 시 발생되는 다양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본 연구에 용할 정

이며,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에이 트 상의 결과를 시뮬 이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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