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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전자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 하나 기 

존 인터넷 경매 시스템들은 경매 물품의 경매 가격을 판매자의 결정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판매자가 물품 

의 경매 시작가격, 낙찰 예상가격, 즉시 구매가격 등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매 기록을 데 이터베 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통하여 판매자에게 경매 가격을 제시하는 방 

법 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매 물품에 따라서 경매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속성 정보와 가 

중치 부여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여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경매 물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 

되거나 높아서 유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거의 경매 기록 

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가격 정보로부터 경매 가격 결정 요인과 가중치를 추출하여, 사례 구조화 

과정을 통하여 사례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적용하여 적합한 경매 가격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를 판매 

자에게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성능실험 결과 추천된 경매 가격을 사용할 경우에 지나치게 높은 경 

매 가격으로 인하여 경매 물품이 유찰되거나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를 줄임으로써 경매 성공률이 향 

상되고, 물품에 대한 낮은 평가를 방지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경매 가격 자동 생성 에 

이전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경매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ABSTRACT

Commercial intern라 auction systems have been successfully used recently. In those systems, 

because auction prices of auction items are given by sellers only, the success bid rate can be 

decreased due to the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reserve price and the normal pric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gent that generates auction prices to sellers based on past auction data and item prices 

gathered from the web. Through performance experiments, we show that the successful bid rate 

increases by preventing sellers from making unreasonable reserve prices. Using the pricing agent, we 

design and implement an XML-based auction system on the web.

키워드 : 인터넷 경매, 사례기반 추론, 사례 유사도 경매 가격, 에 이전트

Internet Auction, Case-base Reasoning, Similarity, Auction Pric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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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인터넷 경매를 통하 

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4]. 

이러한 인터넷 경매의 증가로 이전보다 더욱 

더 효율적인 경매 방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증대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경매 물품의 주 

체 인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합리적 인 가격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 

한 인터넷 경매 시스템에서는 판매자가 경매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경매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경매 물품 낙찰에 매우 중요하다[6].

기존의 경매 시스템에서는 경매 물품의 경 

매 시작가나 판매자가 낙찰을 원하는 최저 가 

격인 낙찰 예상가격 (Reserve Price) [8], 즉시 

구매가 가능한 즉시 구매가격 등을 추천하지 

못하여서 판매자는 판매자들의 주관에 따라 

서 경매 물품의 낙찰 예상가격을 정하거나 수 

집된 경매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제시 

된[12] [14] 경매 정보를 바탕으로 경매 가격 

을 결정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과거의 

경매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경매 물품의 가격 결정 요인과 이들의 중 

요도가 반영되는 가중치 선정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최종적 

으로 경매 물품의 경매 가격 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거나 또는 높아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 

았다[4]. 또한 경매 물품이 낙찰된 경우에도 

지나치게 낮은 낙찰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 

어서 판매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경매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데이터베이 

스를 기초로 경매 가격을 판매자에게 제얀하 

여 준다면 이와 같은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전자상거래에서는 개선된 인터넷 

경매를 위하여, 경매 물품에 대한 마진 정보 

를 생성하여 입찰자에게 입찰 전략을제시하 

는 지능형 경매 에이전트[3] [15] [17] 방식이 

연구 되었다. 그러나 이는 경매 물품의 가격 

결정 보다는 입찰 시점이나 경매 기간 등과 

같은 경매 전반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에 사 

용되어 경매 가격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적합 

하지 않았다. 반면, 사례기반 추론 방식에 대 

한 이전의 연구는 구매자에게 검색하려는 물 

품에 대하여 가장 유사하고 신속하게 해당 물 

품을 검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1][19]. 

이를 위해서 구매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비슷한 사례를 기반으로 적합한 물품을 추천 

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여서 가격을 제시 

하는 것 보다는 구매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추천하는데 목적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에서 이용되는 사례 유사도를 적용하여 

경매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을 검색하여 이 

를 대상으로 경매 가격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 

시한다.

본 논문은 잘못된 경매 가격으로 인한 문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매 가격을 자동으 

로 생성하고 이를 경매에 이용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먼저, 사례 유사도에 의한 유사 경매 

물품을 검색하는데 이는 과거의 경매 기록으 

로부터 얻은 가격 정보와 전자상거래 사이트 

로부터 검색 로봇[3]을 이용하여 수집한 물품 

가격 정보를 사례 구조화 과정을 통하여 사례 

베 이스로 구축한다. 그리고 이를 대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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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유사도를 적용하여 가장 유사한 사례들을 

검색하고 여기에 사례 유사도에 따른 가중치 

를 적용하여 유사 사례를 선택하여 경매 가격 

을 추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12][13] [14]. 또 

한 성능 실험을 통하여 사례베 이스를 이용하 

여 경매 가격을 생성하는 방법 이 인터넷 경매 

시스템의 물품 추천에 적합하고, 실제 낙찰가 

와 가까운 경매 가격을 생성하여 초기 낙찰률 

을 높이고 판매자가 재 입찰이나 불합리한 가 

격에 물품이 낙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음 

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 

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이론으로서 사례기반 

추론, 경매를 위한 지능형 에이전트 연구를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사례 유사도를 

이용하여 가장 유사한 경매 물품 검색하여 경 

매 가격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여기서 

는 물품 검색의 기반이 되는 사례베이스 구 

축, 유사도 계산 방법, 낙찰 예상가격을 생성 

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성 

능 실험을 실시하는데, 사례 유사도에 의한 

경매 가격의 성능 실험과 결과에 대하여 분석 

하고 비교한다. 5장에서는 경매 가격을 자동 

으로 생성하는 경매 시스템을 설계하고 특히 

낙찰 예상가격 생성기를 위한 구현 화면을 보 

여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 

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한다.

2. 관련 연구

2.1 사례 기반 추론

사례기반 추론이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기반으로 해 

결 방법을 적절히 변형하여 결과를 찾아내는 

방법이다[9][1 이[19]. 여기에 기초하여 전자 

상거래에 이용한 기존의 연구로는 사례기반 

추론 에이전트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에 적 

용한 형태[19]와 이를 응용한 판매지원 에 이 

전트[16]가 있었다.

전자상거래에서 사례기반 추론 에 이전트를 

활용한 경우에는 상품과 고객과의 관계를 사 

례베이스로 형성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에 이용되었다. 여기서는 상품판매 에 이전트 

를 통해서 고객의 질의를 분석하고, 유사한 

사례를 유사도에 기초하여 검색한다. 또한 사 

례기반 추론을 판매 에 이전트로 적용하는 연 

구는 이를 상품 정보 수집 에이전트, 색인 구 

성 에이전트 판매 지원 에이전트 검색 엔진 

등의 다중 에이전트 형태로 이루어졌다[18]. 

이들을 통해서 물품 구매자의 취향을 파익하 

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 

객의 나이, 직업, 학력 등에 따라서 고객의 취 

향에 맞는 상품 정보만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사례기반 추 

론을 구매자들이 원호】는 물품을 검색하는데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사례를 추출하였 

으나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경매에서 경매 가 

격 생성에 적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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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례기반 추론에 기초한 사례 유사 

도를 이용하여 유사 물품을 검색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용되는 유사도의 척도는 다음 절에 

서 설명한다.

22 경매를 위한 지능형 에이전트 연구

인터넷 경매 시스템에 대한 지능형 에이전 

트에 대한 연구로서 마진 푸쉬 멀티 에 이전트 

시스템[1 기은 판매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경매 사이트의 에이전트에게 보내면 해당 상 

품과 유사한 상품을 필터링하여 경매 상품에 

대한 입찰 기록과 경매 기간, 경매 방법, 낙찰 

가격 등을 계산하여 해당 상품에 대하여 최대 

한의 마진을 보장하려는 연구였다. 이 방법은 

이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AuctionBot의 

사용자의 편리성 부분을 해결하였으나 해당 

경매 물품에 대한 변동을 반영하기 어려운 단 

점이 있다[11] [20].

또한 경매에서 입찰 시점이나 경매 기간 등 

과 같은 경매의 전반적인 전략을 제시하여 사 

용자가 입찰과정의 자동화에 도움을 주는 방 

식으로 필터링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18]. 여기서는 판매자나 구매자를 위한 

정보들을 통해서 편리성을 제공하나, 이를 위 

해서는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 

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판매자가 경매 물 

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있으 

므로, 이들을 경매 가격 결정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사례기반 추론에 의한 경매 

가격 생성 에이전트

본 절에서는 인공지능의 사례기반 추론 모 

형에서 사례 유사도를 이용하여 경매 시스템 

에서 사용되는 판매자를 위한 낙찰 예상가격 

과 경매 가격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에이전트 

를 제시한다.

경매 물품 등록

!사有 유사至

사례 유사도에 의한 

유사 물품 검색

후보 경매 가격 계산

사料 유*도* 。1 会您 가중치 m

최종

경매 가격 추천

〈그림 i) 사례 유사도에 의한 낙찰 예상가격 추천 흐름도



사례 기반 추론에 의한 경매 가격 생성 에이전트 35

〈그림 2> 사례베이스 구축 절차

3-1 경매 가격 추천 절차

인터넷 경매시스템에서 사례 유사도에 의 

하여 경매 물품의 경매 가격을 추천하는 과정 

은 다음〈그림 1〉과 같다.

먼저, 경매 물품을 등록하고, 등록된 물품 

중에서 가장 유사한 물품을 사례 유사도에 의 

하여 검색한다. 이는 사례베 이스를 대상으로 

경매 물품의 특성 요인과 가중치 선정을 기준 

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는 모델명, 연식, 주행거리, 옵션 등의 특성 요 

인과 인터넷 경매 사이트와 오프라인 경매 시 

장의 가격 결정 요소들이 반영된다. 여기서 

검색된 자료를 기초로 생성된 후보 경매 가격 

에 사례 유사도를 가중치로 적용한 최종 경매 

가격을 산출하여 추천하게 된다.

3.2 사례베이스 구축

사례 유사도를 기준으로 하여 등록된 경매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경매 물품을 검색하기 위 

하여 대상이 되는 사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이전에 수집된 경매 기록 데 이 

터베 이스로부터 사례베 이스를 구축하는 절차 

와 이를 위한 사례베 이스의 구조를 설계한다.

3.2.1 사례베이스 구축 절차

경매 기록 데 이터베 이스는 인터넷 경매 사 

이트에서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경매 물품의 

낙찰 정보를 기초로 구축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검색 로봇을 이용하여 검색하려 

는 경매 사이트를 제한하여 자동으로 데이터 

베 이스를 추가한다. 또한 오프라인 경매 시장 

으로부터 경매 기록을 수집하여 입력한다. 여 

기서 구축된 경매 기록 데 이터베 이스는 가장 

유사한 경매 물품 검색에 기초가 되는 사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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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로 변환되는데, 사례베 이스 구축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사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 

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는 경매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의 경매 물품 자료를 검색 

로봇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경매 가 

격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경매 시장으로부터 경매 물품 정보를 입력하 

여 경매 기록 데 이터베 이스에 구축한다.

다음으로는 구축된 경매 물품에 대하여 해 

당 경매 물품이 낙찰가를 결정하는 요인을 추 

출하여 검증하여 사례베 이스를 구축한다. 여 

기서 가격 결정 요인으로는 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의 경우는 연식과 주행거리, 핸드폰의 

경우에는 사용기간과 모델명 이 경매 물품의 

낙찰가 결정 요인이 된다. 또한 추출된 가격 

결정 요인은 현재 인터넷 사이트와 오프라인 

경매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결정 요인과 비교 

되어 실제 상황과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검증의 기준이 되는 요인은 낙찰된 

물품을 기준으로 경매 물품의 가격 산정에 중 

요한 요소들과 디자인, 유행, 희소성과 같이 

영향을 미치는 정성적 요소들도 고려되며, 사 

례 구조화 과정의 경매 물품 특성 요소에 이 

들이 반영된다.

또한 구축된 경매 기록 데 이터베 이스를 사 

례베 이스로 변환하기 위하여 각 경매 물품 정 

보 중에서 경매에 필요한 특성들을 추출하여 

사례 구조화를 하는데, 여기서 경매 물품의 

가격 결정 요인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정보도 동시에 고려한다. 이 가중치 정보는 

사례베 이스를 대상으로 가장 유사한 경매 물 

품을 검색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 

를 통해서 실제 낙찰가와 유사한 가격을 생성 

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마지막으로 경매 기 

록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사례 구조화 과정을 

통하여 경매 물품은 최종적으로 사례베이스 

로 구축된다.

3.2.2 사례 구조화

경매 기록 데 이터베 이스는 경매 물품을 나 

타내는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라면, 자동차 이름, 제조사, 모 

델명, 엔진 정보 제조 년, 현재 상태, 주행거 

리 등과 같은 자동차 물품에 관한 정보를 포 

함하고 있으며, 과거의 경매 일, 낙찰 예상가 

격, 입찰 가격들, 실제 낙찰가 등과 같은 경매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새로운 

경매 물품의 낙찰 예상가격을 생성하는 기초 

자료인 사례베이스로 변환되는데, 이를 위한 

사례의 구조화 과정은 경매 물품 특성 요인과 

가중치 선정으로 분류된다.

〈그림 3〉는 사례 구조화를 위해서 경매 물 

품 특성 요인에 대한 정보를 구조화한 것이 

다. 이를 위해서 경매 기록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물품 정보 경매 가격 정보 요구 사항 

으로 분류하여 정보를 구조화한다. 여기서 물 

품 정보는 경매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 

서 경매 물품의 모델명, 제조사, 경매 등록일 

현재 상태로 분류된다. 특히 현재 상태는 경 

매 물품 검색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으로서 

유사 물품 검색에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때 경매 물품 특성 요인의 값이 하나 이상 

이 null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찰 기록으 

로 간주하고 경매 기록 데 이터베 이스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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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매물품 특성 요인 사례 구조도

〈그림 4> 가중치 선정 사례 구조도

한다.

사례 구조화의 다음 단계로는 등록된 물품 

과 유사한 물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가격 결정 

요인에 따른 검색이 수행된다. 이때, 검색 요 

인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준이 설정되고, 그 

기준에 따른 가중치 선정 이 유사 물품 검색에 

중요한 관건이다. 본 연구에서 가중치를 선정 

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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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EItHT case (fttictisnite^harFactor, Wi§htOesc)>
<!EIEHEHT ftuctionitMCharFactGr (Iteulnfo, PHcelnFs, RequireMmt)>
<?ELEJEHT Iteslhfo (IteRr HanoFactor, RegistrationDate, Statuslnfo)>
<!ELEMENT Pricelafe (CHntPrice, ttLsningPrice, LowFrice, HighPrice)>
<!ELEHEHT Require^nt (SellerReq, 8yerReq)>
<!ELEMEHT Statoslnfo (¥ear, Hiles, Color, 聊H히｝)〉

<!ELEHEIff Sption (Zircon, PomerHan, airbag,舫& 即p*  Ifteel, Seat, 8ther)>
<!ftTTLIST Iten tgpe 히相有 幡태I用戯,

<!musi HanuFacUr type 鶉대비旧ER》

<!ELEHEHT RegistratioMe (辭關的師》

<?miIST StatuslnH type CBftTA 毓톄熨旺时

<!ELEffiWT ¥ear(野關漩»

<t£LEHEHT Hiles (衅龍m)>
«EL诚照Color 0聃關噸》

<IftnilST Hrcon uasage 仰钥泊 朔테恥旺8》

<!fini!$T P興般샒孙 uasage 이揄TA SREQIIIREB>
<!ftTTLl$T Airbag uasage CD竹A 整麒职戯》

<!fiHLIST ABS uasage COO 瓣E턔课ED》

<!fiTTLIST 即p uasage COO OEOUIREO>
<?l»TUIST Mheel uasage COATA SREQUIO>
<!ELEHEHT Seat
<?dTm$T Other顷e關建概瑯I腦》

OELEHENT ClintPrice («PCMTS)>
치压L既Nf ftinningPrice。脚陶国)>

《ELEMENT lOMPrice (I牲險釘〉

<!ELEHEIff HighFrice
<!ELEHEHT SellerReg (瓣斓德)》

〈그림 5> XML로 표현된 사례 구조도

가중치 선정을 위한 사례 구조도는 등록된 

경매 물품 검색에 대하여 검색 기준이 되는 요 

인에 대한 중요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구성된 

다. 사례베 이스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와 오프 

라인 경매 시장으로부터 수집된 경매 기록 데 

이터베 이스를 통하여 구축되므로 해당 정보 

들의 중요성을 각각 평가하고 이들이 비율을 

조정하는 형태로 가중치 선정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등록된 유사 경매 물품 검색 

을 위한 사례베이스를 구축하기위하여 사례 

구조를 XML 문서로 작성하며, 그 구조는 

〈그림 5〉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

경매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경매 물품 정보를 XML 구조의 형태로 변환 

하여 사례베 이스에 저장한다. 이를 통해서 신 

속한 정보 검색과 구조화가 가능하다. 자세한 

데이터베이스의 대한 내용은 낙찰 예상가격 

추천 방법을 이용한 경매 시스템의 구현에서 

설명한다.

3.3 사례 유사도에 의한 

유사 물품 검색

사례 유사도에 기초하여 판매자가 경매 물 

품을 등록하면 사례베 이스에서 이와 가장 유 

사한 물품을 검색하게 된다. 이때 기준이 되 

는 것이 사례 유사도이고 이를 계산하는 방 

법은 다음 식 (3)과 같다. 여기서 경매 물품의 

특성과 가격 결정 요인이 유사한 경우에는 가 

격 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사례 유사도는 사례베 이스로부터 유사한 

물품을 검색하는데 사용한다[20]. 여기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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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imilarity ( P, Q) = £ 犬 巳, Q ° . 3 i 식 ⑴

1= 1

p=사례베이스 경매 물품

Q = 검색하려는 경매 물품

f= 사례 유사도 함수

吗 = 가격 결정 요인 i에 주어진 가중치

〃 = 사례베이스 물품 수

i=검색 물품의 가격 결정 요인 수

식 ⑵

례베 이스에 저장된 경매 물품과 판매자가 등 

록하려는 경매 물품 사이의 유사도를 구하게 

된다. 사례베 이스에서 각 경매 물품 사례를 

경매 물품 특성 요인과 가중치 선정을 반영하 

여 계산한다. 즉 경매물품의 특성 요소인 물 

품 정보 경매 가격,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물품 정보 중에서도 현재 상태 

의 연식, 주행거리, 기타 옵션을 기준으로 유 

사도를 계산한다.

3.4 사례 유사도에 의한 

경매 가격 계산

경매 물품에 대하여 식 (1)에 의하여 계산

V= 낙찰 예상가격

尸=검색된 경매 물품의 실제 낙찰가 

w = 가격에 대한 가중치(1/유사도) 

” = 검색된 물품의 수

시간을 나타내는 인덱스

된 유사도를 이용하여 사례베 이스를 대상으 

로 유사한 물품들을 검색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경매 가격을 제 

안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판매자가 등록하려 

는 경매 물품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유사도를 

통하여 검색한 후, 그들의 경매 기록을 이용 

하여 낙찰 예상가격을 생성하게 된다. 즉, 검 

색된 경매 물품들의 과거 실제 낙찰가 평균으 

로 사례베 이스에 대하여 낙찰 예상가격 후보 

값을 계산한다. 여기서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식 ⑵과 같다. 여기서 가중치는 각 물품 

의 사례 유사도에 근거하여 차등 적용한다.

사례 유사도에 의하여 등록된 경매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계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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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를 이용하여 가장 유사한 몇 건의 자료 

를 추출하여서 검색된 물품의 유사 정도를 사 

례 유사도의 역수를 이용한 가중치를 부여한 

다. 이들의 평균으로 생성된 값을 최종 경매 

낙찰 예상가격으로 생성한다.

4. 성능 실험

본 절에서는 경매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경 

매 물품의 낙찰 예상 가격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성능 평가한다.

4.1 실험 환경

성능 실험을 위해서 실제 경매가 이루어지 

는 중고 자동차[21] [22] [23] 와 핸드폰[24] 이 

거래되는 사이트에서 제시된 과거 낙찰가 기 

록을 이용하였는데, 그 중에서 동일한 자동차 

모델에 대한 자료 2,854 건과 최근 2년간의 핸 

드폰 모델의 자료 1,512 건을 경매 기록 데 이 

터베 이스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경매 

물품에 대하여 과거 1년간의 월별로 거래된 

실제 낙찰가를 저장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는 사례베 이스로 구조화되어 사례 유사도 

에 의하여 가장 유사한 물품이 검색된다. 여 

기서 검색된 물품을 대상으로 사례 유사도를 

이용하여 낙찰 예상 가격을 생성하게 된다.

또한 성능 실험 자료를 위하여 인터넷 경매 

사이트[25][26]에서 임의로중고 자동차와 중 

고 핸드폰을 각각 413건과 103건을 수집하여 

사례베 이스를 대상으로 낙찰 예상가격을 추 

천하는 성능 실험을 한다. 이들은 사례베 이스 

에서 가장 유사한 경매 물품을 검색하여 해당 

경매 정보를 기초로 하여 실제 낙찰가와 본 

시스템에서 추천된 낙찰 예상가격과의 예측 

오차를 생성하여 성능이 평가된다.

4.2 성능 실험 척도

사례 유사도와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낙찰 

예상가격 추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 

요 예측의 오차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MAD (Mean Absolute Deviation)[8]를 이용 

하는데, 이는 추천된 낙찰 예상가격과 실제 

낙찰가 차의 절대 값을 합하여 예측 기간 수 

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는 MAD를 식 (3)과 

같이 각각의 실제 낙찰가로 나누어 수정된 

MAD (Modified Mean Absolute Deviation)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왜냐하면 실험 자료인 중 

고 자동차와 핸드폰의 기본 가격 이 서로 다르 

므로 실제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 편차를 계산 

하여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실험 자료를 대상으로 사례 유사도에 의하 

여 생성된 낙찰 예상가격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모델을 선택하기 위하여 가중치에 해 

당하는 값을 조정해가면서 실제 낙찰가와의 

오차를 계속해서 비교한다. 그 결과 가장 작 

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방법의 낙찰 예상가격을 생성한다.

또한 기존에 낙찰 예상가격을 제안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매 물품에 대하여 낙 

찰을 희망하는 낙찰 희망가를 이용하였고 이 

를 본 논문에서는 No Agent로 표기한다. 이 

들에 대한 실험 결과와 분석은 다음에서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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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수

但=실제 낙찰가

4=낙찰 예상 가격 (고객의 최저 낙찰 희망가)

4.3 실험 결과

중고 자동차와 핸드폰에 대하여 낙찰 예상 

가격을 식 (2)에 의하여 사례베이스를 대상 

으로 계산 한 후 그 값이 가장 유사한 몇 건 

의 유사 물품에 대한 실험 결과는〈그림 6> 

과 같다.

결과는〈그림 6〉와 같이 가장 유사한 3건의 

물품 자료를 대상으로 생성된 낙찰 예상가격 

의 성능이 중고 자동차와 핸드폰에서 모두 우 

수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가중치, 즉 

사례 유사도의 역수를 검색된 3건의 실제 낙 

찰가에 가중치로 반영하여 생성한 낙찰 예상 

가격의 결과는〈그림 7〉와 같다. 이에 따른 결 

과는 사례 유사도를 이용한 E 값이 자동차와 

핸드폰에서 0.055와 0.119로 No Agent의 0.103 

과 0.221 보다 우수함을 볼 수 있다.

〈그림 6〉에서 3건보다 큰 유사 물품의 낙찰 

예상가격 생성 방법의 성능이 좋지 않은 이유 

는 본 연구의 실험 사례 베 이스의 크기가 작아 

서 3건 이상의 유사 물품 검 색 시에 유사도가 

낮은 물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대상 사례베 이스의 크기가 커진다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 자동차와 핸드 

폰을 대상으로 사례 유사도에 의 한 낙찰 예상 

가격을 생성할 때 가장 유사한 3건의 가중치

〈그림 6> 유사 물품 건수에 다른 E 값의 비교

〈그림 7> 사례 유사도에 의한 E 값의 성능

평균을 이용하여 낙찰 예상가격을 생성하게 

되고 여기서 적용된 가중치는 유사도의 역수 

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성능 실험을 위하여 자동차 413건과 핸드폰 

103건을 대상으로 낙찰 예정가를 제시하지 못 

하는 기존 방법 과 사례 유사도를 통하여 제 시 

하는 방법으로 낙찰가와의 오차를 계산한다. 

이는 추천된 낙찰 예정가와 실제 낙찰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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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자동차에서 실제 낙찰가와의 오차 비교

〈그림 9> 핸드폰에서 실제 낙찰가와의 오차 비교

를 각각의 실제 낙찰가로 나누어 생성하고, 

낙찰 예정가를 추천 받지 못하는 기존 방법의 

경우에는 낙찰 예정가를 대신하여 고객 최저 

낙찰 희망가를 적용한다. 여기서 계산된 값을 

기존의 방법에서는 오차라고 사용한다.

〈그림 8〉은 자동차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생 

성한 낙찰 예정가의 예측 오차 분포를 나타내 

며 기존 방법의 오차는 0.000에서 0.0714로 나 

타나고 새로운 방법들의 예측 오차는 0.000에 

서 0.0192로 분포되 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방법보다 새로운 방법에 의한 예측 오 

차의 범위가 좁게 분포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에 의한 

오차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분포되어서 지나 

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가 적음을 보여준다.

〈그림 9〉는 핸드폰 103건에서 오차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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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분포를 나타내는데, 낙찰 예정가를 제 

안 받지 못하는 기존 방법의 오차는 0.038에 

서 0.057 이고 새로운 방법 의 경우는 0.000에서 

0.318임을 보여 준다. 여기서도 기존의 방법보 

다 새로운 방법에 의한 예측 오차의 범위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면 예측 오차의 범위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골고루 분포되어서 지나치게 높 

거나 낮은 경우가 적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새로운 방법에 의한 낙찰 예정가 생성 

방법 이 실제 낙찰가와의 차이를 기존의 방법 

보다 줄여서 판매자가 경매 물품을 등록할 때 

경매 물품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낙찰 예정 

가를 결정하여 경매 물품이 유찰되는 경우와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를 방지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경매가격 생성 에이전트를 

이용한 경매 시스템의 구현

여기서는 경매 가격을 자동으로 추천해주 

는 경매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JavaScript, 

ASP, MS-SQL을 이용한 웹 환경에서 프로토 

타입으로 개발되었다[5]. 또한 차세대 웹 표 

준인 XML 기술들을 사용하였는데, 이에는 

XSLT, DTD, Xpath, XQL 등이 적용되었다

[7][9 丄

5.1 시스템 구조

본 시스템의 구조는〈그림 10〉와 같으며, 물 

품 등록 모듈 유사 물품 검색 모듈 경매가격 

생성 모듈, 입찰 모듈 그리고 경매관리 모듈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유사 물품 검색 

모듈에 의하여 유사 물품 검색 이 수행되고, 

경매가격 생성 모듈을 통해서 낙찰 예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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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천하게 된다. 또한 주기적인 검색 모듈 

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경매 기록 데이터베 이 

스와 사례베 이스를 갱신하여 항상 최신의 경 

매 정보를 유지하도록 설계 되었다.

이 시스템에서는 입찰자에게 입찰 등록 받 

는 형태가 XML 문서 이고 검색 모듈을 통해 

서 수집된 자료들은 XSLT를 이용하여 DTD 

를 포함한 XML 사례 구조도 형태로 저장된 

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시스 

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5.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경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 

터페 이스를 설계하여 보면 다음〈그림 11〉와 

같다.

판매자는 경매 물품 등록 화면에서 경매 가 

격 생성기 화면을 통해서 낙찰 예상가격 및 

경매 가격들을 추천 받게 된다. 이때 사례 유 

사도에 의하여 가장 유사한 경매 물품 검색 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과거의 기록에서 가 

장 오차가 작은 값으로 최종 경매 가격이 생 

성된다.

〈그림 12〉은 경매 물품 등록을 위한 화면이 

다. 여기서 판매자는 스스로 낙찰 예상가를 

정할 수도 있거나, 경매 가격 자동 생성 에이 

전트에 의해 생성된 경매 가격을 생성할 수도 

있다.

판매자는〈그림 12〉에서 "경매가격자동생 

성”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매 시작가격, 

낙찰 예상가격, 즉시 구매가 등을 추천 받을 

수 있다.

〈그림 13〉은 낙찰 예상가격 자동 생성 에 이 

전트에 의해서 생성된 낙찰 예상가격을 보여 

주는 화면이다. 여기에는 경매 기록 데이터베 

이스를 대상£로 현재 경매에 등록하려는 물 

품의 정보와 가장 유사하게 검색된 결과를 보 

여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경매 가격들을

〈그림 11> 경매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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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경매 가격 생성 결과 화면

제시한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인터넷 경매가 활성화 되면서 이를 통한 물 

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경매 

시스템에서는 판매자가 경매하고자 하는 경 

매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경매 가격을 제시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경매 

시스템들은 판매자를 위한 경매 물품의 경매 

가격들을 제안해주지 못하거나 제안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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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판매자가 이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때, 인터 

넷 경매 시스템이 판매자가 등록하려는 경매 

물품에 대하여 합리적 인 가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경매 기록 데 이터베 이스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인터넷 경매 시스템에서 판매자가 등록하는 

경매 물품과 동일한 검색 물품을 사례베 이스 

를 대상으로 한 검색을 통하여 자동으로 경매 

가격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하 

여 사례 유사도에 의하여 판매자가 등록한 경 

매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검색하고, 경매 물 

품의 특성에 따라서 후보 낙찰 예상가격을 생 

성하고, 성능 실험을 통하여 이들과 이전의 

방법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경매 가격 자동 추천 방법을 

이용하여 중고 자동차와 핸드폰을 대상으로 

성능 실험을 하였는데, 성능 실험 결과, 사례 

유사도 의한 새로운 시스템의 초기 낙찰률이 

자동차와 핸드폰에서 30%와 28%로 기존 방 

법의 15%와 1% 보다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방법은 경매 물품에 따라서 사례 

유사도에 기초하여 가장 성능이 우수한 가중 

치를 적용한 경매 가격을 추천하여 실제 경매 

가격과의 차이를 줄여서 낙찰률을 높일 수 있 

고, 판매자가 경매 물품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하여 유찰되거나 낮아서 손해를 보 

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판매자가 경매 물품의 초기 낙 

찰률이 낮아서 재입찰을 하거나 조정자가 오 

프라인으로 거래에 참여 하는 경우를 줄임으 

로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성능 분석을 통하여 구조화된 사례베이스를 

이용한 방법 이 인터넷 경매 시스템의 낙찰 예 

상가격 추천에 적합함을 보였고 이를 이용하 

여 새로운 형태의 사례베 이스 구축 방법을 통 

한 경매 가격 생성 에이전트를 제시한 것이 

본 논문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경매 물품을 대상으로 상 

세한 경매 가격 요인과 가중치를 자동으로 추 

출할 수 있는 지능형 에 이전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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