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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market refers to a market in which a company sells complementary goods, replacements of parts, and upgrade or maintenance 
services to consumers after selling them main durable goods. Intuitively, consumers who purchase main durable goods become 
major potential customers in subsequent aftermarket. Thus the existence of the aftermarke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pricing 
of the main durable goods as well as the aftermarket product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effect of aftermarket on the pricing 
strategy for a company selling both main durable goods and aftermarket products. To do this we first divided the market into 
markets where the aftermarket products are indispensable and optional. Based on the proposed market types, the profit maximizing 
solutions are derived using two-period model, and the impacts of consumers’ undervaluation of aftermarket product prices on 
pricing strategy are analyz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Regardless of the market type, the total profits 
were found to be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consumer’s awareness accuracy of product prices in the aftermarket. This is in 
line with marketing efforts that sales companies have made intuitively to make consumers underestimate the cost of the aftermarket. 
(2) If aftermarket product is indispensable, only revenue from the aftermarket is sought. On the other hand, if aftermarket product 
is optional, revenue from the main durable good as well as the aftermarket product will be sought simultaneously. (3) Moreover, 
when aftermarket product is optional, the lower the awareness accuracy of consumers, the higher the price and profit of the 
main durable goods, while the lower the price and profit of the aftermarket products. This is contrary to the intuition that the 
lower the consumer's valuation of the costs of aftermarket, the more advantageous it would be to rely on aftermarket products 
rather than on main durabl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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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내구재(durable goods)란 구입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낡아 폐기할 때까지 상당 기간 사용하게 되
는 제품을 의미한다. 일부 내구재는 구입한 후 수명이 다
하여 폐기할 때까지 추가적인 투자 없이 최초 구입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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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대부분의 내구재는 수
명기간 내내 보완적인 성격의 제품 구매, 부품 교체, 일부
기능의 정비 및 업그레이드 등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필
요한 것이 사실이다. 후속시장(aftermarket)이란 기업이 소
비자에게 주제품(main durable good)을 판매한 이후에 보
완재 판매, 부품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을 해주는 서비스시
장을 말한다. 내구재 성격의 주제품을 일단 구입하게 되
면 불황으로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지보수
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라도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측면
에서 후속시장이란 해당 내구재 판매기업에서 볼 때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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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주제품에 대한 고착화
(lock-in)로 인해 주제품에 비해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비용과 생산설비 관련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
어 수익률도 주제품에 비해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
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일부 분야에서는 규모에 있
어서 후속시장이 주제품 시장을 훨씬 능가하는 경우도 종
종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시장 규모가 큰 내구재 판
매기업은 후속시장을 주제품 시장에 대한 보조적인 개념
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영역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으
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일부 후속시장
제품 및 서비스를 온라인화 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Shapiro[20]가 언급하듯이 후속시장 제품 판매를 위해
서는 주제품 판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직관
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듯이 주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만이
후속시장 제품을 위한 잠재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후속시장의 규모가 크고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될
경우, 향후 후속시장을 통한 수익확보를 목적으로 본 제
품은 할인해서 파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소비
자들이 후속시장 제품에 필요한 비용을 과소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19].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후속
시장의 존재는 후속시장 제품뿐만 아니라 주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듯
후속시장의 존재가 판매기업의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후속시장 관련 기존 연구는 크게 후
속시장을 위한 공급망 관리[1, 11-13, 16], 후속시장을 통
한 효율적인 A/S 전략[3-4, 14, 18], 그리고 기타 후속시
장의 발전추세 및 관련 실증적 전략분석에 관한 연구[2, 
5, 9-10, 17]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에 가격결정 관련 연
구는 매우 드물게 있어 왔다[6, 15]. Cabral[6]은 후속시
장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주제품 가격경쟁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고, Kong et al.[15]는 풍력발전 설비 관련 후
속 서비스에 대한 최적 가격전략을 실증데이터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소비자의 후속시
장 관련 비용에 대한 인식수준이 주제품 및 후속시장 제
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는 전혀
없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갭을 메꾸
기 위해 주제품 및 후속시장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단일
기업의 가격 결정에 대해 망외부성 분석에 주로 사용되
었던 동태적 분석 방법인 2기간 모형[7-8, 21]을 이용하
여 수리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후속시장 제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분석하
고자 한다. 그런데 후속시장 제품(서비스 포함)에는 복사
기의 토너나 복사용지, 자동차의 타이어처럼 필수적인

것도 있고, 게임기에서 작동하는 게임 소프트웨어, 소프
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자동차의 튜닝처럼 선택적인 것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속시장 제품이 필수적인
경우와 선택적인 경우로 나누어 주제품 및 후속시장 제
품에 대한 최적 가격 결정에 대해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자 함으로써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도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요함수를 제시하였
고, 제 3장에서는 시장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2기간 방식을 통해 최적해를 도출한다. 제 5장에서는 도출
된 최적해를 수치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
이 되는 주요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 6장에
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수요함수

일반적으로 제품 수요(판매량)는 가격에 반비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선
형수요함수를 사용하였다. 

               (1)

위 식에서  및  는 각각 수요 및 제품 가격을 의미
하며  및  는 상수이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
하여     이라 가정하였다.
그런데 소비자가 후속시장 제품에 대한 필요성을 인

지할 경우 주제품에 대한 구매 여부 판단에 주제품의 가
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시장 제품에 필요하리라
고 예상되는 비용(가격)도 같이 고려하게 된다. 즉 주제
품의 가격만 고려할 경우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
라도 후속시장 제품을 위해 지불해야할 가격이 너무 높
다고 생각되면 주제품을 아예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듯 소비자는 주제품을 구입할 때 주제품 가격뿐 아
니라 후속시장 제품의 가격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는
것은 식 (1)에서 가격 는 주제품뿐만 아니라 후속시장
제품의 가격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제품 구입시점에서 볼 때 주제품 가격과는 달리 후속
시장 제품에 대한 가격은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
부 후속시장 제품은 시장에서 가격이 미리 형성되어 있
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의해 추후 변할 수
있거나 소비자에 따라 맞춤형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필요
한 경우 후속시장 제품 가격은 주제품 구입시점이 아니
라 시간이 지난 뒤 후속시장 제품이 필요할 때가 되어서
야 비로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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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대부분 소비자는 주제품 구입시점에서 볼 때
주제품과는 달리 후속시장 제품의 가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소비자
에게 정확한 후속시장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제품의 판매량 증가
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량 증가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후속시장 제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
게 인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후속시장 제품
가격을 과소평가하도록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것이 일반
적이다[19]. 그 결과 소비자는 주제품 구입시 후속시장
제품의 가격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실제보다는 작게 인식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반영한 주제품에 대한 수요함수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식 (2)에서  은 주제품의 수요,  및 는 각각 주제
품 및 후속시장 제품의 가격, 마지막으로    는
소비자의 후속시장 제품 비용(가격)에 대한 인식수준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제품 구입시 소비자는
후속시장 제품의 가격을 과소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은 이를 반영한 내용이다.

3. 2기간(Two-Period) 시장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장의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2기간 시
장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기간 모형이란 기업의
판매 활동을 기간 1(전기)과 기간 2(후기)로 나누어 분석
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기간 1은 소비자가 주제품을
구입하는 기간에 해당하고, 기간 2는 소비자가 후속시장
제품을 구입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장을 후속시장 제품이 필수적인 경우와 선택적인 경우
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3.1 후속시장 제품이 필수적인 시장

기간 1의 주제품에 대한 판매량은 식 (2)에 나타나 있
다. 여기서 후속시장 제품이 필수적이란 일단 주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추후 후속시장 제품을 가격에 상관없이
거의 무조건 구입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후속시장 제품도 반드시 구입하
게 되므로 후속시장 제품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이
식 (2)의 주제품 수요와 동일하게 된다. 

                 (3)

식 (3)을 통해 후속시장 제품이 필수적 시장은 소비자
의 후속시장 제품 가격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수준이 기
간 2에 가서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주
제품 및 후속시장 제품의 제조원가는 모두 0이라고 가정
하였다. 따라서 주제품에 대한 수익()은  이

되고 후속시장 제품에 대한 수익()은  가 된

다. 정리하자면 후속시장 제품이 필수적인 시장에 있어
서 기간 1 수익(주제품 판매수익()) 및 기간 2 수익(후
속시장 제품 판매수익()) 및 이를 합한 전체수익()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3.2 후속시장 제품이 선택적인 시장

후속시장 제품이 선택적인 경우란 필수적인 경우와는
달리 기간1에서 주제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추후(기간
2)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 후속시장 제품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후속시장 제품에 대한 구입을 포기하거
나 가능한 경우 다른 경쟁기업에서 제공하는 대체재를
구입할 수도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후속시장 제품 구입
시점이 되면 소비자는 후속시장 제품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 기간1에서 후속시장 제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수준이    라고 가정하면 소
비자가 주제품 구입시 인지했던 후속시장 제품의 가격
()과 실제 후속시장 제품 구입시 인지하게 되는 실제
가격()에는  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주제품에  만큼의 가수요를 가져오게 된다. 후
속시장 제품이 선택적인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후속시장
제품 가격을 과소 인식하여 초과 발생된 수요 

가 추후 후속시장 제품 가격()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사라질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즉 기간 2의 후속시장
제품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후속시장 제품의 가격이 주
제품 구입시 과소평가했던 가격()이 아니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 실제 가격()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
의를 바탕으로 후속시장 제품이 선택적인 시장모형에 대
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간1의 주제품에 대한
수요는 앞서 후속시장 제품이 필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
로 식 (2)와 같이     이 된다. 그런데 후
속시장 제품이 선택적인 경우 기간2의 후속시장 제품에
대한 수요는 주제품 수요와는 달리 식 (5)와 같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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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식 (5)를 식 (3)과 비교해 보면, 기간1에서 과소평가했
던 가격()만큼 후속시장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

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후속시장 제품이 선택적인 경
우에 대한 주제품 및 후속시장 제품에 대한 수익 그리고
전체 수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
               
                        

4. 최적가격

식 (4) 및 식 (6)의 2기간 시장모형에서 사용하는 순차
적인 최적가격 결정 방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기간1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제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주제품 판매가격  이
정해지면 이는 주제품의 수요(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후속시장 제품의 수요, 나아가 후속시장
제품의 가격()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판매기업은 기간 1에서 주제품의 가격
을 정할 때 단순히 기간 1의 주제품 수익만이 아니라 기
간 2의 후속시장 제품수익의 합인 전체 수익을 최대화하
는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간 1에서
주제품의 가격 및 수요가 결정되면 기간 2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기간 2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후속시장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순차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제 3장의
각 시장모형에 대한 최적 가격을 구해보도록 하자.

4.1 후속시장 제품이 필수적인 시장 

이 시장에 대한 수요 및 수익 모형은 식 (4)에 정리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판매기업은 기간 1에서 식 (4)의
주제품 판매수익() 만이 아니라 후속시장 제품 판매수익
()을 합한 전체수익()을 최대화하는 주제품 가격()을
결정하게된다. 그런데이를위해서는전체수익()이 만의 
함수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2기간 모형을 통해
순차적 방식으로 최적해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기
간 2의 후속시장 제품에 대한 최적가격부터 고려하게 된다. 
기간 2에서 후속시장 제품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은 식 (2)의 후속시장 제품수익()에 대해 

 

이라는 FOC(first order condition)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사실 식 (4)의 전체수익은 최대값을 갖는 함수가 아니다. 
이는 식 (4)의 전체수익 에 대한 Hessian 행렬이 indefi-
nite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식 (7)을
식 (4)의 전체수익()에 대입한 후 정리하면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우선    일 경우  


에서 최소

값을 갖고 좌우 대칭인 오목(convex)함수가 된다. 여기서




 이고 식 (2)의 수요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1보다 작은 양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
체 수익은  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다음으로   

 일 경우에는  


에서 최대값을 갖는 볼록(con-

cave)함수가 되는데, 이 범위에서


 이고 이 1보

다 작은 양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수익은 앞서와 마찬
가지로  에서 최대값이 된다. 정리하자면 의 모든

범위에 대해 전체 수익은  에서 최대가 되므로, 이를

다시 식 (7)에 대입하면 후속시장 제품의 최적가격은 


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순차적 방식을 통해 구해진
주제품 및 후속시장 제품의 최적가격은 각각 

 ,  




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제품별(기간별) 수요, 

수익 및 전체 수익에 대한 최적값은 <Table 1>에 정리하였
다. <Table 1>에서 위첨자 는 필수적(indispensable) 시장
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후속시장 제품이 필수
적인 경우 판매기업은 주제품을 최대한 싸게 제공하여 판
매량을 늘린 후 실제수익은 후속시장 제품을 통해 실현하
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후속시
장 제품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수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후속시장과 관련된 기업 마케팅 전략과 일
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4.2 후속시장 제품이 선택적인 시장

우선 식 (6)의 전체 수익에 대한 Hessian 행렬이 nega-
tive definite라는 사실을 쉽게 보일 수 있다. 이는 후속시
장 제품이 필수적인 시장의 전체수익과는 달리 선택적인
시장의 전체수익은 최대값을 갖는 함수라는 사실을 의미
한다. 이제 후속시장 제품 구매가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시장에 대한 최적해를 구해보도록 하자. 기간 1에서 판
매기업은 주제품 판매수익 및 후속시장 제품 판매수익의
합을 극대화하는 주제품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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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에 나타난 전체 수익()에 대한 FOC, 즉 

 

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앞 절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 FOC를 바탕으로 주제품에 대한 최적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FOC 에 포함된 후속시장 제품에 대한 수익이
주제품 가격()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최적해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기간 2의 후속시장
제품에 대한 최적가격부터 고려하게 된다. 
기간 2에서 후속시장 제품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은 식 (6)의 에 대해 


이라는 FOC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8)

식 (8)의 결과를 식 (6)의 전체수익()에 대입한 후 이

를 에 대해 미분한 FOC를 통해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결과를 식 (8)에 대입하면  


라는 결과를 얻게 되며 해당 주제품 및 후속시장 제품 가
격에서 전체수익이 최대가 된다는 것이다. 구해진 최적가
격을 바탕으로 도출된 제품별(기간별) 수요, 수익 및 전체
수익에 대한 최적값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1>에서 위첨자 는 선택적(optional) 시장에 해당하는 가
격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Table 1> Optimal Solution

Indispensable
 Aftermarket

Optional 
Aftermarket

Price

  


  




  

 


  

 

Demand

  




  




  

 


  

 

Profit


 


 



  


 






 
    




 
 

  


 

 

5. 최적해 분석

<Table 1>은 도출된 시장 형태별 최적 가격, 최적 수
요 및 최적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도출된 결과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Table 1>에 나타난 제품별 가격
및 수요가 모두 양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 
모든 값에 대해 이 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Table 1>의 내용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여 의사결정
에 도움을 주는 함의를 도출해 보도록 하자. 

5.1 가격분석

후속시장 제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최적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Figure 1>은 의
변화에 따른 시장 형태별, 제품별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우선 

 이라는 점은 후속시장 제품이 필수적 시장

의 경우 주제품 가격을 최대한 싸게 함으로써 최대한 많
은 사람이 주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경우에는 가격을 받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초기 sweetener를 제공함으로써 원가
이하에도 판매하기도 하는 후속시장 전략과 일치하는 내
용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은 주제품이 아닌 후속시
장 제품의 판매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수익증대에 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속시장
제품이 필수적인 경우 소비자의 후속시장 제품 가격에
대한 인식정확도가 낮을수록(가 작아질수록) 보다 높은
후속시장 제품 가격을 책정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선택적 시장의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속시장 제품이 선택적 시장의 경우에는 필수적 시장

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선택적 시장의 경우 가
작아질수록 주제품 가격은 높아지고 후속시장 제품가격
은 오히려 낮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격 측면에
서 가 작아질수록 주제품보다는 후속시장 제품의 비중이 
커지리라는 일반적인 직관과는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절
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후속시장 제품의 가격이 항상
주제품 가격보다는 크게 책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 같이

수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제품원가를 0이라 가정
하였기 때문에 가격은 제품 단위당 판매수익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후속시장 제품의 가격이 주제품 가격보다
크다는 것은 후속시장 제품의 단위당 판매수익을 보다
높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 작아질수록
주제품과 후속제품 간의 가격(수익)차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 직관과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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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mand Change on  <Figure 3> Profit Change on 

<Figure 1> Price Change on 

5.2 수요(판매량)분석

후속시장 제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최
적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Figure 2>는 의 변화
에 따른 시장 형태별, 제품별 수요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후속시장 제품이 필수적 시장에서는 기간 1 및 기

간 2 수요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필수적 시장이
일단 주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반드시 후속시장 제품도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간 1 및 기
간 2 수요가 1/2로 일정하다는 것은 수요를 후속시장 제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정확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에 선택적 시장의 경우 필수적 시장과는 달리 판매

량이 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제
품의 수요가 후속시장 제품보다 항상 크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선택적 시장의 경우 주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일부가 후속시장 제품의 구매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후속시장 제품이
선택적인 시장의 경우 필수적 시장에 비해 주제품의 판매
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 작아질수록 주제품과 후속제품
간의 판매량 차이가 커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는

가 작아질수록 추후 소비자가 후속시장 제품에 드는 비
용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커져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5.3 수익 분석 

후속시장 제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최적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Figure 3>은 의
변화에 따른 시장 형태별, 제품별 최적 수익의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우선 후속시장 제품이 필수적 시장의 경우 주제품에 대

한 최적 가격()이 0으로 책정됨에 따라 주제품 수익도
0이 된다. 이는 주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은 도모하지 않고
후속시장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판매량 증대만 추구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무튼 전체 수익은 소비자 인식
정확도가 낮아짐에 따라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판매기업 입장에서 소비자의 인식정확도를 낮추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치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후속시장 제품이 선택적 시장의 경우 전체수익( )은

값에 반비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택적 시장의 경
우에도 소비자의 후속시장 제품가격을 낮게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수익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
만 필수적 시장과는 달리 후속시장 제품뿐만 아니라 주제
품 판매를 통한 수익도 함께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 인지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

에는 후속시장 제품보다는 주제품을 통한 수익을 크게 하

고 반대로 인지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에

는 주제품보다 후속시장 제품을 통한 수익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앞서 제 5.1절 가격부분에서도 언급했던 바
와 같이 소비자의 인지정확도가 낮을수록 주제품보다는
후속시장 제품을 통한 수익에 치중해야 할 거라는 직관과
는 다른 결과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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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추후연구방향

후속시장은 복사기, 게임기 및 의료장비 등 많은 내구
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후속시
장의 규모 및 중요도는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품 및 후속시장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단일 기업에 대해 2기간 모형을 이용하여 주제
품 및 후속시장 제품에 대한 최적 가격 설정에 대해 분
석하였다. 특히 시장을 후속시장 제품이 필수적인 경우
와 선택적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후속시장
문제에서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는 소비자의 후속시장
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불확실한 인식수준이 최적 가격, 
수요 및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격 및 수익이 소비자의 후속시장 비용에 대한

인지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판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인지정확도가 낮을수록(가
작을수록)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
존 판매기업들이 후속시장 서비스 가격에 대한 계약서를
모호하게 작성하거나 초기 sweetener 제공을 통해 소비
자가 후속시장 비용에 대해 둔감하게 여기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시
장 제품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주제품을 통한 수익추구는
전혀 하지 않고 주제품 판매량 증대에만 집중하고 수익
은 후속시장 제품을 통해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후속시장 제품이 선택적인 경
우에는 후속시장 제품뿐만 아니라 주제품을 통한 수익도
함께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그런
데 가 작을수록 주제품의 가격 및 수익은 높아지는 반
면 후속제품의 가격 및 수익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후속제품에 드는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정
확도가 낮을수록 가격과 수익 측면에서 주제품보다는 후
속시장 제품에 의존하는 것이 유리하리라는 직관과는 반
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실증적 연구에 치중해 왔던 후속시장

관련 연구와는 달리 수리적 모형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인 분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가장 큰 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분석의 편의상 간
단한 형태의 수요함수 및 경쟁이 없는 시장모형을 가정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현실 문제에 직접적으
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
만 본 연구를 통해 보여준 가능성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
모형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변형시킨다면 다양한 형태의
분석이 가능해지리라 판단된다. 사실 대부분 현실시장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제품 간 경쟁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시장모형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경쟁 시장을 반영하는 모형으로 확장시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분석한다면 후속시장 관련 가
격 의사결정에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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