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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5년 최 의 웹기반 경매 사이트가 등장한 이

래 개인간(C2C) 인터넷 경매1)는 비약 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세계 최 의 개인간 인터넷 경매 사이

트인 이베이(eBay)의 경우 1995년 서비스 개시 이

래 단 한 분기도 자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총 443억 달러에 상당하는 물품이 이베

이의 랫폼에서 거래되었다. 이러한 성장세는 국

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국내 최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옥션의 2005년 연간 총거래액은 1조 7

천억 원에 달했다[2].

이처럼 인터넷 경매의 요성이 커지면서 경매

매자의 수입 최 화 략에 한 연구도 꾸 히 이

루어져 왔다. 특히, 시작가2)[4, 13, 24], 즉시구매옵션

[7, 11, 16, 27], 경매 수량[5] 등 매자가 결정하는 

다양한 경매 조건들이 최종 낙찰가에 미치는 향

에 하여 다각 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경매 조건이 결합되었을 때 경매 수입

에 미치는 향에 하여는 구체 으로 살펴본 연

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인터넷 경매 련 

연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실증분석 연구에서는 

체로 컴퓨터 메모리 등 량으로 거래되는 신품인 

공산품[4, 10, 16], 는 미사용 상태의 주화, 스포츠

카드 등 환 성이 뛰어난 수집품[5, 13, 18, 20, 22]의 

경매들을 주로 다루었다. 이러한 물품들은 량 확

보의 용이성과 비교  확실한 수요 등의 이유로 기

업형 매자들(business sellers)이 등록하는 경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개인 매자들

(individual sellers)의 경우에는 고품이나 기업형 

1) 최근 국내에서는 경매 뿐만 아니라 고정가격제를 

채택하는 개인간 온라인 거래까지 포 하여 온라인

마켓 이스, 오 마켓, 개인간 직거래장터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2) 해외 인터넷 경매에서는 최소입찰가능가격인 시작가

(starting bid)와 최소 매가격인 유보가격(reserve 

price)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의 주

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 두 개념을 통합하

여 “시작가”로 지칭하고 있다.

매자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특이한 물품들을 

매하는 단일수량경매(single-unit auction)의 비 이 

상 으로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경매에서 매자가 결정

할 수 있는 경매 조건들3) 가운데 시작가와 즉시구

매옵션이 낙찰가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다. 구체

으로는 시작가를 높은 시작가와 낮은 시작가로 

나 고 여기에 즉시구매옵션의 설정 여부를 결합

하여 총 4가지 매 략을 상정한 후, 이들이 낙찰

가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 다. 아

울러 경매종료시  등의 다른 측면에서도 매

략간의 차이를 검토하 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물품들을 

실수요자들에게 직  매하는 장실험(field ex-

periment)을 실시하 다. 장실험에 사용된 물품

은 여성용 헤어액세서리로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을 지닌 것들로 선정되었다. 이

처럼 기업형 매자들보다는 개인 매자들이 많

이 취 하는 물품들과 유사한 조건의 품목을 실험

을 통해 매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

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 문헌 연구

에서는 인터넷 경매에서의 시작가와 즉시구매옵션

에 한 연구들을 정리한다. 제 3장에서는 시작가와 

즉시구매옵션의 효과에 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장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한 실험설계와 구체

인 실험내용의 설명은 제 4장에 제시한다. 제 5장에

서는 장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가설에 한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연구 결

과의 요약과 함께 연구의 시사 과 한계  등에 

하여 논의한다.

3) 2006년 1월 재 ㈜옥션에서 경매로 물품을 매할 

경우 상품특성에 련된 내용  매 진용 부가

서비스를 제외하고 매자가 결정하여야 하는 경매 

조건은 다음과 같다：경매시작시각  종료시각, 시

작가, 즉시구매옵션 설정 여부  즉시구매가(설정 

시), 매수량, 최 입찰허용수량, 무이자할부, 매

지역, 운송비 부담 주체, 수증 발행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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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인터넷 경매는 장실험을 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Lucking-Reiley[18]의 연구 

이래로 장실험을 활용한 각종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인터넷 경매를 활용한 이러한 장

실험에서는 실제 구매자들을 상으로 실제 매가 

이루어짐으로써 피실험자들이 자신들이 재 실험

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험실실험(laboratory experiment)에서와 같이 실

험자가 실험 련 정보를 쉽게 악하면서도 실에 

훨씬 가까운 실험조건 하에서 실험이 이루어진다는 

장 이 있다. 아울러, 실험 조건 통제를 통해 결과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noise)을 제거할 수 

있다는 에서 기존의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연구보다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자의 수입을 최 화하는 “최  경매”(optimal 

auction)에 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시작가 는 유

보가격(reserve price)이 경매 수입에 미치는 향

은 인터넷 경매의 등장 이 부터 지속 으로 다루

어져 왔다[15]. Engelbrecht-Wiggans[9] 등의 통

 경매에서의 시작가에 한 연구에서는 시작가가 

경매 입찰자들의 수를 제한하여 입찰 경쟁의 강도를 

이므로 매자의 수입에 부정 이라는 데에 체

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Dholakia와 Soltysinsky 

[8], Reiley[24]는 이러한 경향이 인터넷 경매에서도 

유효함을 보 다.4) 다만, 모든 사람이 해당 물품의 

가치를 동일한 값으로 평가하는 공통가치(common 

value) 물품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일정 수 의 시작

가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한편, 유보가격의 공개 여부도 경매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데, Bajari와 Hortaçsu[5], Katkar

와 Lucking-Reiley[13] 등에서는 비공개 유보가격

4) Kauffman과 Wood[14]는 높은 시작가가 매자 수

입을 높인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는 입찰자 수가 많을수록 낙찰가가 높아진다는 

도 지 하 는데 높은 시작가는 보편 으로 입찰자 

수를 인다는 에서 시작가의 향에 한 더 엄

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secret reserve price)은 매자의 수입을 일 가

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 으로 사용

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시구매옵션은 인터넷 경매가 보 된 이후 도입

된 경매규칙으로서 통 인 오 라인 경매에서는 

그 활용 사례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련된 연구들도 주로 인터넷 경매에서 매

자가 즉시구매옵션을 설정하여 얻는 편익을 분석하

다. 경매에서 즉시구매옵션이 활용되는 까닭으로

는 크게 입찰자들의 험회피성향(risk-aversion)과 

경매에 수반되는 비용의 두 가지가 꼽히고 있다. 

자의 경우 험회피 인 입찰자들이 낙찰받지 못하

는 험을 피하기 하여 즉시구매옵션을 극 활

용한다는 것으로, Budish와 Takeyama[7]는 입찰자

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매자는 입찰자가 

지불하는 험 리미엄에 의해 수입을 늘일 수 있

어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 으며, 같은 

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11, 26]. 이에 비하여 후자는 즉시구매옵션

을 통해 입찰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의 거

래비용을 일 수 있다는 방향에서 근하고 있다. 

Lee와 Ahn[16], Mathews[21] 등은 즉시구매옵션이 

경매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Wang 등[27]은 즉시

구매옵션이 입찰자들이 입찰과정에 참여하는 비용

을 임으로써 매자와 입찰자 모두의 편익을 증

진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Anderson 등[4]은 즉시구매옵션과 시작가

를 함께 고려하여, 1,000여 건의 PDA 경매자료를 

분석하 다. 이들은 두 명의 거래경험이 많은 매

자의 매 략과 거래경험이 은 다수의 다른 

매자들이 사용하는 매 략을 비교하 다. 발견된 

차이  가운데 가장 특징 인 것은 경험 많은 매

자들은 비공개유보가격 없이 시작가를 낮게 책정하

고 즉시구매옵션을 설정하는 반면에 경험이 은 

이들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매 략을 용한다는 

이었다. 다만, 이들의 연구에서 이러한 차이가 낙

찰가에 미치는 향에 하여는 구체 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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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3.1 시작가

비공개 유보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eBay에서는 

활발한 입찰을 해 부분의 경매 시작가가 아주 

낮게 설정된다. 그러나 ㈜옥션에서는 비공개 유보

가격이 허용되지 않아 매자들이 시작가를 유보가

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보가격으

로 활용된 시작가에는 물품의 구입원가와 매비용 

등이 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가 낙

찰의 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입찰자를 모으기 

해 시작가를 최 수 인 1,000원에 설정한 “천원

경매”의 비 도 높다. 이러한 매자들의 양극화된 

시작가 설정 행태는 낙찰가 비 시작가 비율을 정

리한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작가의 

부분은 입찰경쟁을 한 “낮은 시작가”와 사실상 

유보가격으로 활용된 “높은 시작가”로 뚜렷이 구분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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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옥션의 “헤어액세서리” 카테고리에서 
낙찰된 단일수량경매의 낙찰가 비 
시작가 비율 분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매자들에 의해 주로 매

되는, 환 성이 높거나 량으로 매되지 않는 물

품을 상정하므로, 물품의 가치가 독립-사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독립-사  가

치를 지니는 물품의 경매에서의 시작가에 한 선

행 연구[8, 9, 24]에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1：시작가가 낮을 때의 낙찰가가 시작가가 

높을 때보다 높다.

3.2 즉시구매옵션

즉시구매옵션이 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

으로는 경매기간 단축과 경매수입 증가가 있다[16]. 

이러한 편익에 비하여 즉시구매옵션 설정에 드는 

비용은 매우 낮아5) 많은 수의 매자들이 물품 등

록 시 즉시구매옵션을 설정하고 있다. 앞서 시작가

와 련해 살펴 보았던 “헤어액세서리” 카테고리에

서 같은 기간 동안 등록된 단일수량경매 가운데 즉

시구매옵션을 설정한 경매는 66%에 이르 다(낙찰

된 단일수량경매  65%).

즉시구매옵션이 경매수입에 미치는 향은 물품

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를 

들어, 경매 입찰자들이 험회피성향을 보일 때 즉

시구매옵션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지 않았다면 

매자의 수입을 높일 수 있다[7, 11, 2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입찰자들이 경매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면, 경매 매자가 험

회피 이라도 즉시구매옵션의 수입 증가 효과는 사

라질 수 있다[16]. 개인 매자들의 경매 물품들은 

기업형 매자들에 비하여 독특하고 동일한 물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구매옵션의 수입

증가 효과를 주장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즉시구매옵션이 설정되었을 때의 낙찰가

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높다.

3.3 시작가–즉시구매옵션 상호작용

“헤어액세서리” 카테고리의 낙찰 경매 가운데 즉

5) ㈜옥션의 경우 즉시구매옵션 설정 비용으로 매자

에게 100원을 청구하고 있다(2006년 1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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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매옵션 설정 빈도는 시작가 수 과 일정 수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낙찰 경매 가

운데 65.0%에 즉시구매옵션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시작가가 낙찰가의 10% 미만이거나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즉시구매옵션 설정 비율은 74% 이상

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시작가가 낙찰가의 1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설정비율은 56%에 그쳤다. 

따라서, 시작가 수 과 즉시구매옵션의 설정의 상

호작용(interaction)이 낙찰가에 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시작가가 낮고 즉시구매옵션이 설정되었을 

때의 낙찰가가 시작가가 높고 즉시구매옵

션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높다.

4. 실험설계

시작가와 즉시구매옵션에 한 이상의 가설을 검

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장실험을 

실시하 다. 과거의 경매 기록을 활용한 실증분석 

신 장실험을 택한 까닭으로는 변수 통제의 용

이성, 실험 의도를 자각하지 못한 채 실제 경매에 

참가하는 피실험자들과 같은 장실험 자체의 장

[6, 18]과 함께, 연구자들이 직  매 물품을 확보

하여 물품의 정확한 원가 정보를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

특한 물품이나 고품 등 개인 매자형 물품의 경

우 기존의 경매 데이터에서 동일한 물품으로 구성

된 표본을 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에서는 장실험이 더욱 타당하다고 하겠다.

실험을 하여 시작가와 즉시구매옵션의 향에 

한 이상의 가설에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4 종류의 략 조합(LB, HB, LO, HO)을 도출하

다. 략 조합의 결정에 있어 시작가에 련된 

매자의 략은 앞서 언 된 시작가 수 의 양극화

를 반 , “낮은 시작가”와 “높은 시작가” 두 가지로 

한정되었다. 낙찰가 차이를 찰하기 해 동일한 

물품들이 각각 다른 략 조합에 의해 경매되어야 

하므로 실험을 해서는 동일한 물품이 4개씩 확보

될 필요가 있다.

<표 1> 시작가–즉시구매옵션의 4가지 략 조합

즉시구매옵션
(Buy-price 
Option) 설정

즉시구매옵션
(Buy-price 

Option) 미설정

낮은 시작가
(Low Starting Bid)

LB LO

높은 시작가
(High Starting Bid)

HB HO

4.1 실험내용

장실험을 하여 인터넷 경매에 올려진 물품은 

머리핀, 헤어밴드 등의 신품 헤어악세서리로서 24

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종류별로 4개씩 총 96개가 사

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매자형 물품의 경

매에 을 두고 있으므로 시 에서 비교  보기 

드문 독특한 디자인의 물품들을 실험을 통해 매

하는 것으로 하 다. 물품 구입 단가는 최  4,000

원에서 최고 13,000원이었는데 체로 소매가의 30 

～50% 수 인 것으로 악되었다.

경매는 ㈜옥션의 “헤어액세서리” 카테고리에서 

2004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연속 6주간 진

행되었으며 모든 경매는 경매 당 물품 하나만을 

매하는 단일수량경매로 진행되었다. 경매 기간은 

서로 다른 주에 시작된 경매들이 시간 으로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5일로 제한하 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에 경매를 시작하고 목요일 오후 11시 20분에 

경매가 종료되도록 설정하 다. 기타 세부 경매 조

건으로 일반등기우편 발송, 운송비 매자 부담, 

매지역 국, 환불, 수리, 기타 애 터서비스 불가능 

등을 명기하 다. 단일 ID로 실험할 경우 입찰자들

이 ID를 기억하여 실험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 실험 시작 당시 ㈜옥션에서 매실 이 없었

던 두 ID를 격주로 사용하 다.

우리는 96개의 물품을 24종의 서로 다른 품목을 

하나씩 포함하는 4개의 그룹으로 나 어 각 그룹에 

각 략 조합과 동일한 이름을 붙이고 해당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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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따라 경매를 등록하 다. 그리고, 다른 그룹

에 속해 있는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들이 동시에 

매되지 않도록 물품의 등록 순서를 정하 다.6) 그 

결과, 6주간 매주 16개의 물품이 경매에 등록되었

다. 물품 종류별로 언제 어떠한 략 조합으로 경매

에 등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등록 일정표 가운데 

일부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를 들어, LO 그

룹에 속한 A1 품목(구입단가 7,000원)은 6주차(11월 

6일)에 즉시구매옵션 없이 낮은 시작가로 ㈜옥션에 

등록되었다. [그림 2]는 3주차(10월 16일)에 등록된 

HB 그룹에 속한 3 품목(구입단가 5,000원)의 경매

이다.

<표 2> 매 물품의 경매 등록 일정(일부)

품목구분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제6주

A1 HO HB ․ LB ․ LO

C HB ․ LO ․ HO LB

E LO ․ HO ․ LB HB

β4 ․ LO HO HB ․ LB

δ1 ․ LO HO HB LB ․

[그림 2] 실제 등록된 경매 사례

4.2 경매 략의 조작  정의

가설 검증을 하여 실험에 용된 시작가  즉

6) 경매 물품을 두 그룹으로 나 어 실험하는 경우의 경

매 등록 방식에 하여는 Katkar와 Lucking-Reiley 

[13], Lucking-Reiley[18], Resnick 등[25]을 참조할 것.

시구매옵션 련 경매 조건에 한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시구매가：구입단가를 포함, 등록수수료, 낙찰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배송비용을 반 한 총비

용을 산출한 후 거기에 12% 마진율을 용한 값7)

•높은 시작가：즉시구매가의 70%

•낮은 시작가：1,000원

즉시구매옵션의 행사가격인 즉시구매가는 물품의 

원가에 모든 매비용을 합산한 총비용을 구하고 

그것에 일정 수 의 마진을 용한 값으로 결정되

었으며 사용된 마진율은 ㈜옥션 계자와의 면담과 

제품 원가정보를 바탕으로 한 실제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12%로 정하 다.8) 한편 높은 시작가는 즉

시구매가의 70%로 정의되었다. 이는 즉시구매옵션

이 설정되었고 시작가가 실험에 매된 물품의 최

가보다 높았던 “헤어액세서리” 낙찰경매에서 즉

시구매가 비 시작가 비율 평균인 66% 던 것과 

비교해 유사한 수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낮은 시

작가의 경우 시작가를 1,000원으로 정한 경매의 비

이 높다는 을 고려 실험에서도 1,000원으로 정

하 다.

5. 실험결과

5.1 기술통계량

실험에서 정의한 물품 그룹별 경매 결과에 한 

주요 기술통계량이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6주간

7) (즉시구매가) = ((구입단가+구입단가에 해당하는 등

록수수료)×(1+낙찰수수료+신용카드수수료)+배송비

용)×(1+마진율)

8) 각종 경매수수료는 높은 시작가 경매의 경우 매

물품의 원가를 시작가로 책정하여 시작가에 낙찰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산출하 다. 낮은 시작가 경매

에서는 시작가가 1,000원이고 역시 매물품의 원

가에 낙찰된 상황을 상정하여 경매수수료를 결정하

다. 이러한 산출과정의 차이로 인해 낮은 시작가 

경매와 높은 시작가 경매의 경매수수료는 약 200～

300원 정도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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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험 결과 총 96건의 경매 에서 11건이 유찰

되었는데(11.5%), 유찰경매는 모두 높은 시작가 경

매로서 체 높은 시작가 경매  23%에 해당하

다. 이러한 유찰율은 시작가 13,800원(실험  “높

은 시작가”의 최고치) 이하의 “헤어액세서리” 카테

고리 단일수량경매  38%가 유찰된 것에 비해 낮

은 수 이다. 한편, 낙찰된 85건 가운데 3건은 배송 

과정의 물품 손, 재고 부족, 낙찰자의 구매거부로 

거래가 최종 완결되지 못했다. 구매거부의 경우 낙

찰자의 구매의사는 확인되었으나 다른 사정으로 인

해 구매를 거부하 으며 다른 두 건의 완결되지 못

한 경매는 매 과정의 과실이 없었다면 원만히 거

래가 완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후 분

석에서는 모든 낙찰 경매를 거래 완결된 것으로 간

주한다.

<표 3> 물품 그룹별 경매 결과

그    룹 LB HB LO HO

경매 등록(건) 24 24 24 24

낙찰 경매(건) 24 20 24 17

완결 거래(건) 24 19 23 16

즉시구매옵션 행사(건) 4 7 n/a n/a

평균낙찰가
(원)

낙찰경매  7,375 10,255 6,713 8,924

즉시구매옵션
행사

12,225 12,443 n/a n/a

즉시구매옵션 
미행사

 6,405  9,077 n/a n/a

낮은 시작가의 LO, LB 그룹 물품들은 모두 낙찰

된 반면에 HO, HB 그룹에서는 각각 17건(71%), 20

건(83%)이 낙찰되었다. 그러나, 낙찰 경매의 평균 

낙찰가는 HO, HB 그룹이 LO, LB 그룹보다 각각 

2,211원, 2,800원 많아 높은 시작가 그룹이 높게 나

타났다. 즉시구매옵션이 행사된 경매는 LB 그룹에

서 4건(17%), HB그룹에서 7건(29%)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헤어액세서리” 카테고리 체의 즉시구매 

행사율(37%)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 는데, 실험에

서 채택된 즉시구매가 수 이 일반 인 경매들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음을 시사한다. 즉시구매옵션이 

행사된 경매의 평균 낙찰가는 같은 그룹의 행사되

지 않은 경매보다 LB 그룹에서 5,820원, HB 그룹에

서 3,366원 더 높았다.

5.2 회귀식의 도출

시작가와 즉시구매옵션의 향을 정확히 측정하

기 하여 서로 다른 품목간의 입찰자 지불의사

(willingness-to-pay) 차이와 경매 등록 시 의 차

이에 따른 향을 악할 필요가 있다. 자의 경우 

체로 입찰자들의 지불의사가 높으면 최종낙찰가

도 높아지므로 분석에 반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러나 입찰자들의 지불의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 24개 품목별 구분을 더미변수를 

사용, 지불의사의 차이를 회귀식에 표 하 다.9) 경

매 등록 시 의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

해 회귀식에 반 되었는데, 첫 번째는 물품 수요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특정 시 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이고, 두 번째는 매 실  에 따

라 경매에 사용한 ID의 신용도와 매자 등  상승

이 낙찰가에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다. 

따라서, 총 6회의 서로 다른 경매 등록 시  역시 

더미변수로 나타내었다.

앞서 제시된 가설의 검정을 하여 종속변수로는 

낙찰가 액수를 1000으로 나  후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채택하 다. 본 연구의 낙찰가 분석에 있어 유

찰된 경매의 낙찰가는 0이 아니라 시작가 이하에 

존재하나 드러나지 않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

로 보았다. 실제로 시작가 1,000원인 낮은 시작가 

경매가 부 낙찰된 것에 비추어 유찰된 경매에서

도 시작가가 충분히 낮았다면 낙찰이 되었을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찰된 경매에서의 낙

찰가는 도 단된 자료(censored data)임을 감안

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독립변수로는 4개의 물품 

9) Katkar와 Lucking-Reiley[13]에 따르면 인터넷 경

매의 유보가격과 련하여 도 단-정규분포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할 때 경매물품의 가치 측정에 오

류가 있을 경우 경매물품의 가치를 회귀변수로 사

용하면 분석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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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을 나타낼 3개의 더미 변수를 도입하 다. 이들 

변수 각각에 한 자세한 설명은 <표 4>와 같다.

<표 4> 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

종속변수 변수 설명

log  
  물품 그룹,   품목의 낙찰가를 1000으로 

나  값( 
)의 자연로그 

독립변수 변수 설명

 
   그룹,   품목의 경매가 높은 시작가를 

가짐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

 
   그룹,   품목의 경매에 즉시구매옵션이 

설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

 


  그룹,   품목의 경매가 높은 시작가이고 
즉시구매옵션이 설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더
미 변수

품목간 차이와 경매시 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들을 제외하면 분석에 사용된 회귀식은 아래와 같

이 표 된다.

    
   

   
    (1)

5.3 회귀분석 결과

앞서 언 된 바와 같이 유찰 경매로 인하여 낙찰

가가 도 단되었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차항이 정

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도 단-정규분포 선

형회귀분석(censored-normal linear regression)을 

수행하 다. 따라서 유찰된 경매에서는 낙찰가의 

잠재값(latent value)이 시작가 이하에 존재한다고 

보았다[13].

회귀분석 결과 높은 시작가가 경매 낙찰가를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기각되었을 뿐 아니

라 시작가의 향이 오히려 가설 1과 반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즉시구매옵션의 설정은 

낙찰가에 하여 유의한 향을 주지 못하며, 높은 

시작가와 즉시구매옵션의 상호작용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가설 2와 가설 3도 역시 

기각되었다.

높은 시작가의 향을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높

은 시작가의 경매는 낮은 시작가의 경매에 비하여 

26% 정도 높은 낙찰가를 매자에게 가져다 주었

다. 높은 시작가 경매의 낙찰률이 77%(48건  37

건)에 이르 고, 유찰된 물품은 제한없이 경매에 재

등록할 수 있으므로 재등록에 드는 수수료  시간

과 노력 등의 암묵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면 높은 

시작가는 경매 매자에게 상당히 유효한 략이 

될 수 있음을 보인다.10) 한편, 즉시구매옵션의 경우 

본 실험의 즉시구매가 수 이 오히려 조  높은 수

이었다고 본다면, 즉시구매옵션에 의한 낙찰가 

인상 효과가 낮은 즉시구매가에 의해 억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5> 낙찰가의 도 단-정규분포 선형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추정된 
계수

표 편차
-

통계량
p-value

 2.0980 0.1257 278.53 <.0001

 0.2592 0.0628 17.01 <.0001

 0.0397 0.0586 0.46 0.4979

 0.0947 0.0865 1.20 0.2740

주) * log-likelihood = 11.65
** 품목별 차이  경매시기의 차이에 따른 효과

는 표기되지 않음.

한편, 품목별 차이가 낙찰가에 미치는 향은 

체로 유의하 는데, 구입 단가가 높을수록 낙찰가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시기의 차이

가 낙찰가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10) 높은 시작가의 효과를 좀더 살펴보기 해 다음과 

같이 를 들어 보자. 높은 시작가로 1회 등록시 

낙찰률이 77%이고, 낙찰되었을 때 낮은 시작가보

다 26% 더 높은 낙찰가를 매자에게 가져다 주

며 매자는 낙찰될 때까지 무한히 재등록한다고 

하자. 유찰 후 재등록에 따른 매 지연을 할인율

에 반 할 경우, 할인율이 87%에 이르러야 높은 

시작가 략의 순 가(net present value)가 낮은 

시작가로 단번에 낙찰될 때의 낙찰가와 같아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재등록비용이 매우 크거나 

매자의 미래가치가 히 낮아야만 낮은 시작

가 략이 유리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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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즉시구매옵션이 행사된 경매

그룹 품목 단축된 경매기간 즉시구매가(원) 선행입찰수 경매시기

LB

B3  8시간 37분 15,900 14 1주차

E  8시간 27분 9,800 13 5주차

1 12시간  4분 9,800 9 2주차

2 5일  5시간 32분 13,400 0 3주차

평균 1일 14시간 55분 12,225 9.0

HB

A2 15시간 36분 10,000 1 4주차

A3 23시간 25분 10,000 1 5주차

B2 11시간 54분 16,100 1 5주차

B3 1일 11시간 57분 16,100 0 3주차

B5  9시간 52분 16,100 0 1주차

1 2일  8시간 40분 10,000 0 2주차

3 3일  7시간 28분  8,800 0 6주차

평균 1일  9시간 16분 12,443 0.4

평균 1일 11시간 19분 12,364

5.4 기타 실험결과 고찰

즉시구매옵션이 경매에 미치는 다른 향으로

는 경매기간 단축효과를 들 수 있다. Lee and Ahn 

[16]은 데스크탑컴퓨터용 메모리칩의 실제 경매 데

이터를 분석하여 즉시구매옵션이 행사되면 평균 5

일 이상인 경매기간을 3일 이상 단축시킴을 확인하

다. 본 실험에서의 경매기간 역시 5일을 조  넘

었는데 즉시구매옵션이 행사되었을 때 경매기간이 

평균 1.5일 정도 단축되어 메모리칩 경매에서보다

는 경매기간 단축효과가 작은 편이었다. 특히, 7건

의 경매에서 종료시 이 24시간 이내로 다가왔을 

때 즉시구매가 이루어졌다. LB 그룹에서는 이례

으로 빠른 시 에 즉시구매옵션이 행사된 한 건을 

제외한 3건에서 경매기간이 90% 이상 경과한 이후 

즉시구매가 이루어졌으나, HB 그룹에서는 즉시구

매 행사시 의 편차가 컸고 첫 입찰에서 바로 즉시

구매로 종료된 경매도 반 이상인 4건에 달했다.

한편, 시작가 수 에 따라 입찰자들의 입찰 행태

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시작가가 높은 경매에서는 입찰자들이 경매 종료가 

가까워질 때까지 참가를 유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례로 입찰자가 경매에 최 로 입찰하는 시 을 

살펴본 결과 최 입찰이 경매기간의 마지막 10%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LO 그룹에

서는 24% 으나, HO 그룹에서는 42%로 등함을 

알 수 있었다. 반 로, 경매기간의 반부에 최 입

찰이 이루어진 비율은 LO그룹에서 43%에 이르

으나, HO 그룹에서는 35%에 머물 다. 이는 시작

가가 높아 입찰자들이 시작가에 낙찰받더라도 과도

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

심을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11)

아울러 경매 종료 직 에 입찰하는 “ 격(sniping)” 

략[19, 23]을 사용한 낙찰자들도 측되었다. LO 

그룹의 24명의 낙찰자 가운데 10명은 단 한 번의 

입찰로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종료를 8시간 이상 남

긴 시 에 입찰한 경우가 2건이었고 나머지 8건은 

모두 경매종료까지 30분도 남지 않았을 때 입찰하

다(평균 15.8분 ).

11) 이 상황은 다른 입찰자들의 입찰내역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매물품의 가치를 평가하므

로 입찰(sealed-bid) 경매에서의 승자의 주

(winner’s curse)[12] 상황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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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경매에서 시작가 수 과 

즉시구매옵션의 채택 여부가 경매 매자의 수입 

 기타 경매 결과에 미치는 향에 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하여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동일한 

물품들을 각기 다른 조건에서 매하는 장 실험

을 실시하 다.

여성용 헤어액세서리를 이용한 일련의 장 실험

에서 시작가와 즉시구매옵션의 향에 하여 기존 

연구의 결론과 다소 상이한 결과가 얻어졌다. 첫째, 

낮은 시작가가 높은 낙찰가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

구의 주장과는 달리 시작가가 높을 때의 낙찰가가 

낮을 때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즉시구매옵션의 설정이 낙찰가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않아 즉시구매옵션이 낙찰가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한편, 엄 한 

검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즉시구매옵션에 의

한 경매기간 단축 효과도 기존 연구에서 측된 것

에 비하여 낮은 수 에 머물 다.

이상의 실험결과는 시작가와 즉시구매옵션에 

한 연구 결과들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물품

에 따라 매 략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여성용 헤어액세서리들은 독

특한 디자인의 기성품들로서 수요가 상 으로 안

정 이지 못한 한편으로 유사한 체재들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은 많은 개인 매자들

이 인터넷 경매로 매하고 있는 각종 고물품들

과 일치하는 것으로, 기업형 매자들이 주로 취

하는 신품인 공산품들이나 환 성 높은 수집품에서

는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기업형 매자들의 물품에 가까운 물품들을 

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낮은 시작가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의 매자 도움말[1]과 달리 실제로는 지 

않은 매자들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시작가 는 

비공개 유보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있는 상은 본 

연구의 실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등록한 물품에 한 수요가 충분치 않아 입찰경

쟁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상되는 경우, 매자들

은 입찰자들이 소극 인 입찰 략을 채택하게 된다

는 험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시작가를 높여 가 

낙찰의 험을 막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이 

실제로도 낙찰가에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즉시구매옵션은 낙찰가를 직  증

가시키지는 않지만 경매기간을 여 회 율을 높임

으로써 특히 기업형 매자의 수입 증 에 간

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 즉시구

매옵션을 설정하고 즉시구매가에 상당히 근 한 수

까지 시작가를 높이는 “고정가형 매방식”[3]의 

경매12)가 “헤어액세서리” 카테고리의 경우 11%에 

달하는데, 이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높은 시작가

와 즉시구매옵션의 효과를 결합함으로써 수입 최

화를 기하는 경매 략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장실험의 특성상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일정한 한계와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첫째

로, 본 연구와 다른 수 의 높은 시작가와 즉시구

매가에서도 낙찰가와 기타 경매 결과에 하여 유

사한 결과가 얻어지는지 확인하기 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로, 여성용 헤어액세서리만을 사

용한 실험이므로 경매 물품에 따라 경매 략이 달

라진다면 물품의 어떠한 특성이 매자의 경매

략 선택에 유의한 향을 끼치는지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경매 물품

에 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하겠다. 아울러, 높은 시작가로 인해 유

찰이 될 경우 재등록비용 이외에 매자가 지불하

는 암묵  비용을 산정하여 연구에 반 한다면, 

12) 이용선[3]은 “고정가형 매방식”의 경매를 즉시

구매가 비 시작가 수 이 95% 이상인 경매로 

정의하 다. “헤어액세서리” 카테고리에서 시작가 

수 을 90%로 낮출 경우 즉시구매옵션이 사용된 

경매의 22%가 이에 해당되며, 액수 기 으로 즉

시구매가와 시작가의 차가 1,000원 이하인 경매의 

비율은 11%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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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 높은 시작가 략의 타당성에 하

여 더욱 구체 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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