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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ious research on two-sided markets has, for the most part, concentrated on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be-

tween buyers and sellers. This paper considers direct competition effect among sellers and among buyers as well 

as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We develop an analytic model of C2C e-marketplaces and examine whether a monopo-

listic incumbent could successfully deter new entry into its market. We find that the effect of the number of sellers 

or buyers on the price of goods depends on whether sellers have decided to sell the goods using an auction or fixed 

pricing rule an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We argue that when the effect of the number of sellers on the 

price of goods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of buyer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entry. In particular, we show 

that entry becomes more difficult to deter as fixed-price format is adopted more frequently or the proportion of collect-

ables is relativel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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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요즈음 자상거래에서 C2C 이마켓 이스(e- 

marketplace)1)가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빠르게 확

되고 있다.2) 이러한 C2C 이마켓 이스 분야는 

오 라인에서의 기업활동과 비교할 때 변동비용에 

비해서 고정비용이 큰 산업이다. 한 온라인에서

의 고정비용은 오 라인에 비하면 상 으로 작다

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진입이 매우 자유로우며 따

라서 완 경쟁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져야 할 것

으로 상되지만 실에서는 그 지 않다. 

미국의 표 인 C2C 이마켓 이스인 이베이

(eBay)를 보면 아직까지도 이 분야에서 매우 큰 시

장 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규모를 

지닌 등한 경쟁자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3) 이

처럼 C2C 이마켓 이스 분야에서 이와 같은 

상이 발생하는 것은 선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해

석되고 있다. 

이러한 선 효과는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에 있어

서 매우 요한 경쟁요소로 인식되어 왔으며 발생

하는 요인으로는 네트워크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 

랜드 효과, 학습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일수록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 먼  

1) 국내에서는 “오 마켓”으로 불리기도 한다. B2C와 

C2C의 차이는 개인 매자의 참여가 자유로운가 그

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2) 2006년 상반기 주요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 을 보

면 오 마켓이 37.2%, 인터넷쇼핑몰이 29.5%, TV

홈쇼핑이 29.2%, 카탈로그가 4.1%의 비 을 차지했

다. 2005년 상반기에는 일반 인터넷쇼핑의 비 이 

34.8%로 가장 높았고 TV홈쇼핑이 34.1%, 오 마

켓이 26.8%, 카탈로그가 4.3%를 차지하던 것에 비

해 불과 1년 사이에 오 마켓의 성장세가 두드러졌

다. 2006년 상반기 오 마켓은 년 동기 비 거래

액이 84.5% 증가했다(디지털타임스, “오 마켓, 최

고 ‘온라인 장터’ 부상,” 2006년 8월 16일자).

3) 미국의 경우, 이베이가 C2C 이마켓 이스 분야

에서 독 인 사업자라고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

을 것이다. Yin[23]에 의하면, 2004년에 이베이는 

온라인 경매 시장의 90% 정도의 시장 유율을 차

지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치를 차지한 기업일수록 유리하며 특히 가장 최

에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불비례 으로 많은 이

익을 얻게 된다[1]. 특히, C2C 이마켓 이스 분야

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매우 커서 어떤 하나의 기업

이 매우 높은 시장 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C2C 이마켓 이스 분야를 살펴

보면, 기에는 선 자인 (주)옥션이 거의 독 인 

시장 유율을 유지하다가 2006년 7월 재 G마켓

의 성장으로 인하여 (주)옥션과 G마켓이 등한 규

모를 가진 복 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4)5) 이와 

같은 미국과 한국의 경쟁 구도의 차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이 같은 C2C 이마켓

이스 분야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커서 이로 인한 

선 자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국내

에서는 복 인 구조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라는 이다. 특히 독 인 상황에서 미국의 이베

이(eBay)와 이베이의 한국 자회사인 (주)옥션은 가

격정책이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 결과 으로 

시장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 다.6) 이것은 기존의 

4) G마켓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 비약 인 

성장을 거듭하며 부동의 1 던 옥션과 어깨를 나

란히 하는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거래규모와 유

율 모두 고속성장이라고 할 만하다. 거래 규모의 

경우 2004년 2,200억원에서 지난해 1조 800억원으

로 5배 가량 커졌고 2003년만 해도 시장 유율 1% 

선 안 이었던 G마켓은 2004년 말 4.8%선이었던 

시장 유율은 지난해 말 14.4%로 크게 높아졌다. 올 

1분기에는 유율 14.9%로 옥션(12～13%)을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자 수도 지난 5월 1,750만 명

으로 경쟁자인 옥션(1,710만 명)을 따돌린 것은 물

론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포털사이트를 추격할 

정도로 신장하고 있다(주간한국, “G마켓, 온라인 

쇼핑몰 신화 쓴다”, 2006년 7월 11일자).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기사에서 시장 유율은 C2C 이마켓

이스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즉 

B2C 분야까지 모두 고려한 시장 유율을 의미한다

는 것이다. 

5) BusinessWeek의 Ihlwan, Moon and Hof, Rob[13]도 

G마켓에 의해서 (주)옥션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

도하 다. 

6) (주)옥션은 2001년 2월 이베이(eBay)에 인수된 뒤 

2003년 3월부터 이베이(eBay)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 체계도 이베이

(eBay)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었다. 하지만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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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효과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음을 추

측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해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반 된 양면 시장

(two-sided market)의 개념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서비스의 가격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추가

으로 도입하 다.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매자 수가 가격에 미치는 향이 시장 구조에 향

을 주고 이러한 향은 가격이 형성되는 방식 는 

거래방식, 그리고 거래물품의 특성 등에 따라서 달

라지게 됨을 보 다. 

2장에서는 문헌연구, 3장에서는 기본 모형  균

형 조건을 구하고 4장에서는 선형 가정을 모형에 

도입하여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

서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 과 추후 연구 방

향에 해서 논의할 것이다. 

2. 문헌연구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에 한 연구가 최

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재까지는 주로 신

용카드 시장이나 미디어 시장 그리고 개 랫폼

(intermediation platform)을 상으로 수행되고 있

다.7) 이 논문은 양면 시장의 표 인 연구 분야인 

개 랫폼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 에

서 C2C 이마켓 이스에 을 두고 있다. C2C 

이마켓 이스 분야는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사업

자들이 많은 심을 보이고 있고 신규 진입을 시도

하고 있으며8)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1월 3일, (주)옥션은 G마켓의 성장에 응하기 

한 방법으로 수수료 체계를 면 으로 수정하

다. 기존의 등록물품 가격 별 수수료 차등화 체계

에서 가격 에 상 없는 정액 등록수수료 방식으로 

바 었고, 낙찰 액별로 차등화되어 있던 수수료 

체계에서 물품 카테고리 심으로 차별화된 수수료 

체계로 환되었다. 

7)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에 한 재까지의 

문헌조사는 Roson[21]를 참고하고 기본 인 연구는 

Rochet and Tirole[19, 20], Evans[12], Caillaud and 

Jullien[8]과 Armstrong[5]를 참고하라. 

하고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

에서는 기존의 양면시장의 특성을 반 하고 거래가

격이 내생 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함

으로써 이 분야의 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어떤 시장이 양면 이라는 것은, 일반 으로, 만

약 어떤 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두 집

단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하나의 그룹이 랫폼에 

참여하면 나머지 그룹이 이 랫폼에 참여할 때 느

끼는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21]. 즉, 이것은 간

인 네트워크 외부효과9)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마켓 이스의 경우 매자의 수

가 증가하면 구매자 수가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구

매자의 수가 증가하면 매자의 수가 증가하는 

상이 나타나므로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밖에 Rochet and Tirole[20]은 양면시장(two- 

sided market)의 정의를 더욱 엄격하게 제시하 다. 

이들은 가격수 (price level) -이마켓 이스의 경

우에는 수수료 수 -과 가격 구조(price structure)

-이마켓 이스의 경우에는 수수료 구조-를 구

분하 는데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서는 

매자와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의 합인 가격 

수 (price level)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어떻게 나 어져 부담되는가가 

요한 문제가 된다. 즉, 부가세처럼 구매자에게 부담

하든 매자에게 부담하든 상 이 없으면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단면 시장(one-sided market)

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마켓 이스 경우에는 

8) (주)옥션과 G마켓의 속한 성장은 인터넷 포털과 

홈쇼핑 업체들의 오 마켓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이 소형 오 마켓 업체 ‘온켓’을 인수, 기존 다

음 쇼핑몰과 묶어 ‘디엔 ’을 주력 성장 동력으로 

고 있고 GS홈쇼핑 역시 온라인 쇼핑몰과 별도로 

‘GSe스토어’라는 이름의 오 마켓 서비스를 제공 

이다. 최근에는 CJ홈쇼핑도 ‘엠 온라인’을 만들

고 홈쇼핑 업계 라이벌 GS와 온라인 쟁을 시작

했다(머니투데이, “오 마켓 강자가 유통을 지배한

다,” 2006년 8월 14일자).

9) 간  네트워크 외부효과에 해서는 Katz and 

Shapiro[15]에 상세히 논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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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수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자에게 어느 

정도를 부과하고 구매자에게는 어느 정도를 부과하

는가가 요하므로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C2C 이마켓 이스의 경

우는 실 으로 거의 부분의 경우에 구매자의 

수수료가 작고 매자의 수수료가 높은 비 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10)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서의 균형에 한 

기존 논의를 다루기 에, 우선, 기존문헌에서 많이 

다룬 직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독 인 시장

의 경우, 어떤 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해서 

살펴보자. 이러한 논의는 양면 시장에 해서도 유

사하게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언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Economides[9]에서 설명한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서 복수의 균형이 발생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 인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데 

비해서 네트워크 외부성을 고려하면 일정구간에 우

상향하는 수요곡선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고정비용은 없고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를 가정할 

때 3개의 균형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즉,  A, B, 

C가 균형 이 된다. 균형 A는 공 과 수요가 모두 

0인 경우인데 실 으로 이러한 균형은 요하지 

않다. 균형 B는 네트워크의 규모가 상 으로 작

은 경우이고 균형 C는 네트워크의 규모가 상 으

로 큰 경우이다. 이 두 균형은 규모의 차이뿐만 아

니라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다르다. 수요곡선은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가격을 나타내는 곡선이고 소

비자들은 잉여가 0보다 크다면 소비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수요곡선이 한계비용보다 높다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반 로 수요곡선이 한계비용보다 낮다면 

10) Rochet and Tirole[19, 20]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서의 수수료 결정 원칙에 해서 언 하

는데 이에 따르면 첫째, 수수료는 탄력성이 크

면 낮게 그리고 작으면 높게 설정한다고 제시하

고 둘째,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미치는 외부

성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면 랫폼(platform)은 

자에 해서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후자에 해

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 다. Jullien[14]도 두 번째와 유사한 수

수료 결정 원칙을 제시하 다.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균형 B와 C의 

주변에서의 생산량 변화방향은 [그림 1]의 화살표

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B는 불안정  균형이

고 C는 안정  균형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균형 B

를 임계 (critical point)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

한 임계 이 있는 경우, 임계  이상의 규모가 확보

되면 매우 큰 규모의 생산량-여기서는 균형 C-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2]. 

A

B C

지불의사
(WTP)

수요곡선

네트워크 크기

한계비용

A

B C

지불의사
(WTP)

수요곡선

네트워크 크기

한계비용

[그림 1] 네트워크 외부성과 복수 균형

이처럼 네트워크 외부효과 혹은 시장 수요의 자

기반복  특성은 시장수요가 작을 때에는 수요확

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만 수요가 일정한 수 을 

넘어서면 수요확 의 진요인이 된다. 따라서, 네

트워크 외부성은 기존 기업에게 략  이 이 되

며 신규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되는 것이다[3]. 

한 이러한 논의를 랫폼간 경쟁으로 확장시키

는 경우에,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두 시장이 있는 

경우 수익체증효과에 의해서 둘  하나의 시장만

이 존재하는 균형(winner-takes-all equilibrium)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두 시장이 완 히 동일하게 

체 소비자의 반씩을 나 어가지는 불안정한 형태의 

균형(unstable “knife-edge” equilibrium)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10].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네트워크 효과 혹은 수

익체증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으로 임계수

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임계수 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부분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효과가 신규기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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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게 된다. 즉, 다수의 기업이 존재할 수는 있

겠지만 하나의 기업이 매우 큰 시장 유율을 가지

고 나머지 기업들은 상 으로 작은 시장 유율만

을 유지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 이론 으로 상

되는 것이다.11)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서 발 하여 차별화된 수수

료 체계에 의한 복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Caillaud 

and Jullien[8]는 두 개의 경쟁하는 개자(interme-

diary)가 있을 때 각 개자(intermediary)의 수수료 

략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시장 구조가 하나의 독

 개자(intermediary)가 존재할 수 있지만 경합

시장(contestable market)이 되어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경우와 가입비와 거래수수료에 의해서 수수료 

구조가 차별화된 두 개의 개자(intermediary)가 

공존할 수 있고 두 개자(intermediary) 모두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균형을 구분하는 조건

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네트워크 외부 효과는 반 되었지만 경쟁효과는 반

되지 않았으며 매자 수나 구매자 수에 계없

이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고정되어 

있었다. 

한 간 인 네트워크 효과에 추가 으로 경

쟁효과를 반 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 는데, 

Ellison and Fudenberg[10]은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의 에서 수익체증 효과(increasing re-

turn effect)와 기존의 문헌에 잘 반 되지 않았던 

군집효과(crowding effect or market-impact ef-

fect)12)를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을 세우고 수익체증 

효과만을 고려한 기존의 “티핑 모형(tipping mod-

el)”에 반론을 제시하 다. 즉, 상당히 큰 구간에서 

쏠림 상이 발생하지 않고 두 시장이 공존함을 보

11) Caillaud and Jullien[8]에 의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경우에 각 참가자가 각각 하나의 개자에만 

가입할 수 있다면, 모든 참가자가 하나의 개자

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인 균형이 된다. 

12) 여기에서 군집효과라는 것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많은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고 쏠림 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 시장이 임계

수 의 규모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게 된

다는 것을 증명하 다. 

군집효과와 유사하게 시장의 같은 측면의 참가자

들 사이의 인 외부성(pecuniary externality)

이 반 될 수 있는데 공동구매와 같은 경우에는 양의 

 외부성이 반 된 것이고 Baye and Morgan 

[6]이 용하 듯이 참여하는 매자의 총 수가 증

가함에 따라서 어떤 매자의 이윤이 감소하는 경

우에는 음의  외부성이 반 된 것이라고 하

겠다. 이러한  외부성은 실 으로 각 참가

자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되

기 때문에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에서도 이

와 같은 동일한 측면의 참가자간 경쟁  요소를 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몇몇 문헌들이 매자간 경쟁에 해서 

고려하고 있지만 구매자간 경쟁에 해서 다루고 

있는 문헌들은 거의 드물다. 를 들어, Rochet and 

Tirole[19]과 Schmalensee[22]는 신용카드 시장에 

해서 다루었는데 상 들은 경쟁하지만 카드사용

자들은 경쟁하지 않는 상황에 해서 분석하 다. 

유사하게 Nocke, Peitz and Stahl[17]에서도 매자

는 차별화된 물건을 가지고 경쟁하지만 소비자들은 

경쟁하지 않는다[7]. 

그리고 Yoo et al.[24]에서는 환비용으로 차별

화되어 있는 매자와 구매자를 가정하고 네트워크 

효과와 매자 경쟁을 반 하여 B2B 이마켓 이

스의 최  수수료를 결정하는 문제를 다루었으나 

구매자간 경쟁 효과는 반 되지 않았다. 

매자간 경쟁에 구매자간 경쟁요소를 추가 으

로 도입하는 것은, 특히 C2C 이마켓 이스에 하

여 연구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 Li and Navarrete 

[16]에서는 미국의 C2C 이마켓 이스인 이베이

(eBay)와 야후경매(Yahoo! Auctions)를 분석하

는데 구매자의 총수가 더 큰 이베이(eBay)에서 입

찰수가 더 많았고 평균 입찰가격과 평균낙찰가격이 

모두 야후경매(Yahoo! Auctions)보다 높음을 실증

으로 보 다. 이 논문에서는 구매자의 수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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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을 보여

 것이다. 

매자간 경쟁과 구매자간 경쟁 요소를 모두 반

한 것으로는 Ellison et al.[11]과 Belleflamme and 

Toulemonde[7]이 있다. Ellison et al.[11]은 동시에 

두 개의 경매 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에 해서 

분석하 다. 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망외부성이 

존재하고 매자와 구매자 각각의 그룹 내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두 시장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경쟁하는 두 경매 시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그리고 경쟁 효과에 의해서 

두 개의 시장이 공존할 수 있더라도 제품 자체의 

경합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13)에는 매자가 독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구매자가 있는 시장

을 선호할 것이고 이 때문에 하나의 경매 시장으로 

쏠림 상이 나타날 것으로 상하 다. 

Belleflamme and Toulemonde[7]에서는 양면 시

장(two-sided market)에서 양의 간 인 네트워크 

효과(positive indirect network effect)와 음의 경쟁 

효과(negative competition effect)를 모두 고려하

다. 자는 어떤 참가자의 이익이 다른 타입의 참가

자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하고 후자

는 이와는 반 로 어떤 참가자의 이익이 같은 종류

의 타입의 참가자 수가 증가하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와 함께 B2B 이마켓 이스에 

한 모형이므로 구매자의 구매량 의사결정이 쿠르

노(Cournot)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가입비만

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C2C 이마켓 이스를 반 한 

모형이므로 가입비보다는 거래수수료에 을 두

고 있고 이러한 거래수수료는 거래가격과 거래량의 

곱인 총거래 액에 부과되고 이에 의해서 랫폼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두 그룹의 거

래가격이 외생 으로 고정되어 있는 기존의 문헌들

[7, 8, 14, 20]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거래가격이 

13) 이 논문에서는 동시간 에 같은 특성의 제품이 

매될 가능성이 낮다고 표 하 다. 

매자의 수와 구매자의 수 모두에 향을 받게 되고 

거래물품의 가격은 내생 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

러한 간  네트워크 효과에 추가 으로 C2C 이

마켓 이스에서는 소비자 측면에서 직  네트

워크 외부효과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소비자가 많이 

구입한 제품을 사고자 하는 것이다.14) 본 논문에서

는 이 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 다. 

본 논문에서는 랫폼의 입장에서 최 의 수수료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랫폼의 수수료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 다. 이것은 실 으로 정태  균

형에서의 최 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태 으로도 수수료의 변경이 낮은 

빈도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양면 시장에서의 문제

는 주로 3기 문제로 정의되는데 1기에서 랫폼이 

수수료를 결정하고 2기에서 매자와 구매자의 수

가 동시에 결정되며15)16) 3기에서 이들 매자와 구

매자의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기존

의 문헌들은 앞에서도 언 했듯이 3기의 거래가격

을 외생 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 반면에 본 논

문에서는 1기의 수수료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 것

이 차이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의 연구는 

추후의 연구에서 1기의 최  수수료 문제로 논의가 

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랫품의 최

수수료 문제보다는 거래가격이 변화함에 의해서 

경쟁효과가 반 된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

서의 신규기업 진입가능성에 을 맞출 것이다. 

14) C2C 이마켓 이스에서 직  네트워크 효과는 

온라인 거래의 불확실성  낮은 신뢰성, 제품  

매자에 한 정보비 칭성 등 여러 가지 이유에 

기인하게 된다. 

15)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에서는 일반 으로 

“닭이 먼 인가 아니면 달걀이 먼 인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마켓 이스에서도 구

매자와 매자의 순서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부분의 문헌들에서 합리  기 균형(rational ex-

pectations equilibrium)의 에서 이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피

한다[21].

16) Belleflamme and Toulemonde[7]는 매자와 구매

자가 참여하는 순서를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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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모형  균형 조건

이 논문에서는 이마켓 이스(e-marketplace)가 

독 인 경우17)에 해서 간단한 모형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베이(ebay)와 (주)옥션의 차이를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독  상황에서 신규기업의 

진입가능성을 분석하여 신규기업의 진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복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제하에 어떤 경우가 신규기업의 진입가능성을 높

이게 되는지에 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

여 왜 이베이(ebay)는 독 이고 국내의 (주)옥션의 

경우에는 G마켓과 경쟁하는 복 상황이 되었는지

를 설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 언 하 듯이 B2B 이마켓 이스를 다

루는 논문들이 가입비와 거래수수료를 동시에 고려

한다. 하지만 C2C 이마켓 이스의 경우에는 부

분 가입비가 없고 거래수수료만이 존재하게 되므

로18) 이 논문에서도 거래수수료만을 도입하 다. 

구매자 수수료율은 이고 매자 수수료율은 라

고 하자. 각각 ≤ 이고 ≤ 이다. 그리

고 본 논문에서는 최 수수료 결정 문제보다는 신

규진입 가능성 여부에 심을 두고 있으므로 C2C 

이마켓 이스(e-marketplace)가 구매자와 매자 

각각에 해서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는 주어져 있다

고 가정하고 이러한 수수료 체제하에서 구매자의 

수와 매자의 수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모형화하

다. 이와 함께 거래가격은 매자 수와 구매자 수

에 의해서 내생 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마켓 이스(e-marketplace)에 진입하는 구매

자의 수는 이고 매자의 수는 라고 하자. 

 ≥이고  ≥이다. 어떤 시장에 존재하는 구매

자와 매자는 실 으로 유한하므로 이들의 최

17) 독  랫폼을 다룬 논문으로는 Baye and Morgan 

[6], Rochet and Tirole[18], Schmalensee[22] 등이 

있다. 

18) 일본의 표 인 경매사이트인 야후경매(Yahoo! 

Auction)는 일본에서 1 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

으로 매월 회원비(가입비)를 약 2,500원 정도 받

고 있다. 

값을 각각 와 라고 하자. 즉,  ≤이고 

 ≤이다. 한 이 이마켓 이스(e-market-

place)에서는 한 가지 상품에 해서만 거래한다고 

가정한다. 이 상품은 수평 으로 차별화되어 있어

서 같은 가격이지만 디자인이나 색상 등에 한 소

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각각의 소비자에게 다른 

효용을 다. 구매자와 매자, 그리고 상품은 나  

수 있다고 가정하 다. 한 소비자가 여러 상품을 구

입하는 경우에, 여러 소비자가 하나씩 구매한다고 

간주하여도 문제의 일반화와 결론에 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형의 단순화를 해서 각 소비자는 

한 단 만을 소비(unit demand)한다고 가정하

다.19) 그러므로 총 거래량은 가 되고 수평  차

별화되어 있는 명의 매자 각각의 매량은 

이 된다. 3.1 에서는 구매자의 균형조건  

반응함수를 구하고 3.2 에서는 매자의 균형조건 

 반응함수를 구할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3.3 에

서는 반응함수의 교차 인 균형을 구하고 이러한 

균형의 동태  안정성에 해서 논의할 것이다. 

3.1 매자 수가 주어진 경우 구매자의 균형 

조건과 반응함수

첫째, 구매자의 수가 결정되는 조건을 확인하자. 

이를 통하여 구매자의 입장에서 매자의 수, 에 

한 반응함수를 유도할 수 있다. 각 소비자 는 상

품에 해서 느끼는 가치   ≥ 0에 의해서 차별화 

되어 있다. 는 에 한 연속함수이고    0라

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라고 가정한다. 

즉,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소비자부터 이마켓

이스(e-marketplace)에 참가한다. 그리고 는 

의 함수이다. 즉,   이고 매자의 수가 증가

하면 자신의 선호에 더 합한 물건을 찾을 수 있

기 때문에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하게 된다.20) 즉, 

19) 각 구매자  명은 상품을  개 구매하게 된다고 

가정하자. 를 들어, 0.5명의 구매자는 0.5개의 상

품을 구매하게 된다. 

20) 호텔링(Hotelling) 모형에서 기업의 진입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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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상품의 균형가격은 구매자 수와 매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매자가 증가하면 매자간 경

쟁이 심해져서 상품의 균형가격21),    이 

하락하게 된다. 즉,   ≤이다. 이와는 

반 로 구매자 수의 증가는 가격상승을 야기시킨

다：   ≥.22)

소비자의 거래에 따른 비용함수는 연속이고 

 ≥로 표 되는데 이마켓 이스에서는 주

요한 거래비용이 정보비 칭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는 상품 혹은 매자에 

한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비용인 신뢰  안 에 

련된 비용(trust and safety cost)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직 인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구매자의 수가 커지면 상품에 한 평가도 

증가하고 상품에 한 평가가 증가하면 구매에 있

어서 구매자가 느끼는 불확실성도 감소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하

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23)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구매자의 

면 이동비용(transportation cost)이 감소하여 소비

자의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21) 사실상 배송료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

각할 수 있다. 

22) 미시경제학 이론에서 공 자의 수가 증가하면 개

별 공 곡선의 수평합인 시장 공 함수는 차 우

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수요곡선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한 수요곡선의 경

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개별수요자의 증가에 의

해서 시장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따라

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는 양방향 경매(double 

auction)에서의 경우와 같이 매자와 소비자가 

입찰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매자의 

수가 많다면 매자간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가

격이 하락할 것이고 구매자의 수가 많다면 구매자

간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

는 균형가격을 단순한 형태의 함수로 표 하여 모

형에 반 하 다. 

23)      인 경우는 소비자간 혼잡이 발생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데 온라인에서는 오 라인

에 비해서 혼잡이 게 나타나고 나타난다고 하더

라도 소비자의 증가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

수가 무한히 많은 경우 차 0으로 수렴하게 될 것

이다. 이밖에 주요한 거래비용의 하나인 탐색비용

의 경우에는 오 라인 거래일 때 매자의 수가 증

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일반 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라면 이러한 탐색 비용은 거의 없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탐색비용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느끼는 비용을     로 나타내

고 이에 따른 소비자 의 순잉여를     로 

나타낼 때 각각은 다음과 같다. 

    ≡   이고    (1)

    ≡      .         (2)

 ≥이어야만 구매자는 이마켓 이스에 참여

하게 하게 된다. NBi ≤ 인 모든 에 해서  

이면  가 된다. 그 지 않다면   를 만족

하는 한계구매자 를 찾으면 된다. 즉,   
이고 

이 때 
 
  이다. 아래의 [그림 2]에서 이러한 조

건을 보여주고 있다. 

Ct

P(1+fb)

nb, i

Ui

nb*

P(1+fb)+Ct

판매자 수가 주어진 경우
구매자 균형 조건

$

0

Ct

P(1+fb)

nb, i

Ui

nb*

P(1+fb)+Ct

판매자 수가 주어진 경우
구매자 균형 조건

$

0

[그림 2] 매자 수가 주어진 경우 구매자의 균형 
조건

이와 같은 균형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라고 하면 구매자 수의 매자의 수에 한 반응함

수가 유도된다. 그리고      이라고 가

과 같은 방향이므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결론에는 

향을 주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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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24) 그러므로,   이다. 그리고 가 

증가함에 따라서 C 는 감소하고 는 증가하므로 

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균형이 되는 값이 커

지게 된다. 따라서 도 증가하게 된다. 즉,    

 이다. 이것은 매자의 수가 증가하면 구매

자의 수도 증가한다는 것이므로 간 인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2 구매자 수가 주어진 경우 매자의 균형 

조건과 반응함수

둘째, 매자 수가 결정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매자의 입장에서 구매자의 수에 한 반응함수를 

유도하자. 각 매자의 변동비용은 모두 동일하게 0

이라고 가정한다.25) 고정비용26) FC 도 상수이며 

모든 매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27) 즉 모든 

매자의 비용 구조가 동일하다. 그리고 각 매자의 

매량 sb nn / 는 매량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

라 상품을 1개 는 경우에는 매가능성으로도 해

석될 수 있는데 매자가 증가하면 각 매자의 

매확률은 하락하게 되고 구매자 수가 증가하면 

매확률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각 

매자 의 수입     과 이익        

은 각각 다음과 같다.

24) 엄 하게는          이고    이

지만 논문의 결론에 요한 향을 주지 않으면서 

모형의 개를 쉽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정

하 다. 

25) 온라인 상에서는 오 라인보다 변동비용이 낮은 

것이 일반 이다. 한 수평 으로 차별화된 동일

한 물품을 가정하 으므로 각 매자의 변동비용

은 동일하고 이러한 변동비용이 외생 으로 주어

지므로 논의의 개에 요한 의미를 주지 않는

다. 따라서 모형의 단순화를 해서 이와 같이 가

정하 다. 

26) 이러한 고정비용에는 진입비용, 기회비용, 명성확

립비용, 고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다. 

27) 고정비용에 의해서 차별화되어 있다고 하여도 결

론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모형의 단순화를 해서 

모든 매자의 고정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

     


  이고      (3)

  .                 (4)

 ≥이어야만 매자는 이마켓 이스에 진입

하게 된다. ≤인 모든 에 해서  이면 

가 된다. 그 지 않다면   을 만족하는 

를 찾으면 된다. 즉,  
이고 이 때 

 
 이다. 

이러한 균형조건은 아래의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P(1-fs) nb/ns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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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수가 주어진 경우
판매자 균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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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구매자 수가 주어진 경우 매자의 
균형조건

이와 같은 균형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로 정리하면 매자 수의 구매자의 수에 한 반응

함수가 유도된다.   이면   이라고 가정하

자. 즉,   이다. 그리고, 구매자 수와 매자 

수에 한 매자의 수입의 변화는 각각 다음과 같다：




 


 




 
  ,  (5)




 





 




 
 .

 (6)

고정비용은 상수이고 식 (5)에서  이므

로,  이다. 이것은 구매자의 수가 증가하

면 매자의 수도 증가한다는 것이므로 간 인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3 균형  동태  안정성

3.1 과 3.2 에서 구한 균형조건에 의해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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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매자와 매자의 반응함수를 이용하여 균형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 4]에서처럼 구

매자와 매자의 반응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균형의 

동태  안정성이 달라지게 된다. 앞에서 언 하

듯이   이고   이다. 한 구매자의 

반응함수는   이고 매자의 반응함수는 

 임을 보 다. 즉, 간 인 네트워크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nsns*(A)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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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RS1

RS2

Stable
Equilibrium

Unstable
Equilibrium

0

A

B

R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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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균형  동태  안정성

따라서 이러한 조건하에서 균형은 다음의 세 가

지로 구분된다：1) 두 반응곡선이 교차하는 경우, 

이 교차 에서 매자 반응곡선의 매자수에 한 

기울기가 구매자 반응곡선의 매자 수에 한 기

울기보다 큰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림 4]의  A

의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 동태  안정성은 균형  

이외의 값이 기값으로 주어지는 경우 균형 으로 

수렴이 가능한 경우 안정 이라고 정의하고 그 지 

않은 경우를 불안정 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

러한 정의에 의해서  A의 경우에는 동태 으로 

안정 인 균형이 된다. 즉, 이 때 매자수와 구매

자 수가 어떤 균형 에 수렴하게 된다；2) 두 반응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 이 교차 에서 매자 반응

곡선의 매자수에 한 기울기가 구매자 반응곡선

의 매자 수에 한 기울기보다 작은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림 4]의  B의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는 불안정한 균형이 되어 이 교차 보다 은 매

자 수와 구매자 수를 가지는 안정 인 균형 이나 

혹은 무한 로 –본 논문에서는 최 값으로- 수렴

하게 된다；3) 두 반응곡선이 교차하지 않는 경우

인데 매자 수와 구매자수가 무한 로 수렴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매자 수와 구매자 수가 유한

하므로 최 값을 가지게 된다. 

앞에서 언 한 [그림 4]에서와 같이 두 반응함수

가 교차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균형이 나타나게 된

다.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서 이러한 균형

들의 동태  안정성은 요한 특성이 된다. 동태

으로 불안정한 균형은 이 균형에서 벗어나면 다시

는 이 균형으로 되돌아 올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사실상 균형에 머물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동태 으로 불안정한 균형이 있는 경우 이 균형을 

임계 (critical point)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

리고 이러한 임계 을 넘는 매자 수 혹은 구매자 

수를 확보하게 되면 동태 으로 자연스럽게 무한한 

수의–본 논문에서는 최 값의– 매자와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서 요한 것은 임계 을 

넘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임계 을 넘기 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이다. 임계 을 넘는 경

우에 시장에 있는 모든 매자와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이에 들

어가는 비용이 무 큰 경우에는 임계 을 확보하

기 해서 노력하지 않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

도 얻을 수 있는 동태 으로 안정 인 균형에 머무

를 수 있다. 

이러한 상은 이마켓 이스 사이트들의 분포

에서도 나타난다. 규모의 사이트가 존재하는 반

면에 틈새시장(niche market)을 노린 작은 규모의 

사이트들도 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구조는 사실상 독  구조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우 큰 랫폼

에 경쟁할 수 있는 경쟁 랫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독 인 시장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 보

통임에도 불구하고 반응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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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만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

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균형에서의 구매자 수

와 매자 수가 각각의 최 값보다 작다면 복수의 

랫폼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고 균형에서

의 크기와 최 값과의 차이에 의해서 그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의 기본 모형에 선

형가정을 추가하여 이러한 복수 랫폼 존재 가능

성에 해서 추가 으로 확인하고 어떤 의미가 있

을 지에 해서 논의하겠다. 

4. 선형 가정과 결과 분석

여기서는 3장의 기본모형에 의한 균형조건을 해

석하기 해서 다음과 같이 선형가정을 도입하여 

함수를 구성하 다.

          ,                 (7)

       , 그리고        (8)

    이다.28)                  (9)

나머지 가정은 3장에서와 동일하다. 각 모수들에 

해서,  , ,  , , ,  ,  ,  ≥이다. 그리

고 이마켓 이스가 존재해서 거래가 일어나야 하

므로    이고   이

어야 한다. 3장에서의 과정과 동일하게 우선 구매자

의 반응함수를 구하고 다음에 매자의 반응함수를 

구한다. 그 후 이 두 반응함수를 이용하여 균형을 

확인하고 이 균형의 동태  안정성을 분석하기로 

하자. 

첫째, 구매자 수의 매자 수에 한 반응함수를 

구하자. 매자의 수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의 

기울기와 의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서 최 해가 

달라지게 된다. 선형함수 의 기울기가 양수인 경

우에는 의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하나의 해가 존

재하고 음수라면 즉,  라면, 조건에 

28)  의 경우, 선형으로 가정하지 않더라도  ′  이
고  ′′  이면 구매자의 반응함수의 특성에 있어

서 2차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로(  
  으로) 

변화하지만 논문의 결과에 향을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일 때의     이고 일 

때의 구매자 수는  

   
이다. 

따라서 자가 더 큰 경우에는 모든 구매자가 이마

켓 이스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10)

하지만 독 인 이마켓 이스에 모든 구매자가 

참여하는 것은 요한 의미가 있는 해가 아니기 때

문에 즉, 자명해(trivial solution)이므로, 이 논문에서

는 으로 다루지 않는다. 한 이러한 해는 모

형의 단순화를 통해서 균형해의 특성을 분석하기 

한 선형 가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데 실에서는 

정보비 칭성에 의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양수이고 구매자의 수가 매우 커지면 0에 근

하는 것이 부분이므로 이러한 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참가자가 이마켓 이

스에 참가할 수도 있고 그 지 않고 일부의 참가자

만이 참가할 수도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상

황에 해서 으로 다룰 것이다. 구매자의 

매자 수에 한 반응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11)

가정에 의해서    이고  ≥

이므로   이다. 식 (11)에 의해서 

구매자 수의 매자 수에 한 반응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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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반응함수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 각 모

수값에 한 비교정태분석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다. 







,               (13)






 


      
,
(14)







,               (15)









, 그리고        (16)









.               (17)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매자의 수가 변하

지 않을 때 간 인 네트워크 효과가 커지면 구매

자의 수는 더 커진다. 한 매자의 경쟁효과가 크

고 구매자의 경쟁효과가 작을 때 구매자의 수가 더 

커지게 된다. 그리고 비용이 빠르게 감소할수록 즉, 

구매자가 1명 증가할 때 감소하는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할수록 더 많은 구매자가 진입하게 된다. 

수수료가 미치는 향에 해서 살펴보자. 가정

에 의해서  이고    이다. 그리고, 

  이   인 경우에도 성립해야 

하므로   이어야 하고 따라서 다음의 식이 

성립하게 된다.







 


        


(18)

식 (18)은 당연하게도 구매자 수수료율이 상승하

게 되면 매자의 수가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

매자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매자 수의 구매자 수에 한 반응함수

를 구하자. 구매자의 수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고 는 상수(constant)이므로 유일한 

균형조건이 존재하고 이 때,  이 되는 매자의 

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9)

매자 반응함수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 각 모

수값에 한 비교정태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




   



 
  

,          (20)




  

 


,             (21)




   



 
이고,      (22)




   



  
.         (23)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구매자의 수가 변하

지 않을 때 매자의 경쟁효과가 작고 구매자의 경

쟁효과가 클 때 매자의 수가 더 커지게 된다. 그

리고 당연하게도 고정비용이 크거나 매자 수수료

율이 크면 매자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 

매자 반응함수의 형태를 확인하기 해서 구

매자 수에 한 1차 도함수를 확인해 보자. 다음의 

식과 같이 1차 도함수는 언제나 양의 값을 갖게 

된다. 






   


     
  

.

(24)

한 구매자 수에 한 2차 도함수는 다음과 같

이 표 된다. 






   



      
.   (25)

그런데 이러한 매자 반응함수의 2차 도함수의 

값은 모수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인 경우에는  
 이고     

  인 경우에는  
 이 된다. 

함수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이것은 뒤에서 언

할 함수의 동태  안정성에 향을 주게 된다. 

균형은 이 게 구한 두 반응함수, 와   

의 교 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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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1. 구매자 수와 매자 수의 최 한계가 존

재하지 않고     인 경우, 


 



이라면 유일한 균형해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지 않

다면 매자 수와 구매자 수는 무한으로 발산하게 

된다.  

명제 1에서는 매자 수와 구매자 수가 가격에 

미치는 향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나머지 모수값들

이 어떤 향을 미치는 지에 해서 살펴보고 있다. 

유일한 균형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값들이 구매자

와 매자의 최 값보다 작은 경우 복 의 가능성

이 나타난다. 즉, 최 값보다 작은 유일한 균형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 진입의 가능성이 존재

하게 되고 최 값과 균형해의 값의 차이가 클수록 

이러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 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마켓 이스

가 모든 시장을 확보하게 되는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수록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된다：1) 매자 수가 구매자의 효용에 미치

는 효과(네트워크 효과) 가 클수록, 2) 구매자의 

수가 많을수록 구매자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클수록, 3) 매자의 비용 이 작을수록, 4) 

매자 수수료가 작을수록, 그리고 5) 가격이 높

을수록 하나의 이마켓 이스가 모든 시장을 확

보하게 된다.

Proposition 2.     인 경우 세 

가지 다른 형태의 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1) 두 반

응함수인 와 의 교차 이 두 개 존재하는 경

우, 하나는 동태 으로 안정 인 균형이고 다른 하

나는 동태 으로 불안정한 균형이다. 이 때 안정  

균형에서의 구매자 수와 매자 수가 불안정한 균

형에서의 구매자와 매자의 수보다 작다. ([그림

5]); 2) 교차 이 하나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동태 으로 불안정한 균형이다；3) 교차 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이 때의 매자 수는 최 값인 

가 구매자 수도 역시 최 값인 가 된다. 

RB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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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ibrium

Unstable
Equilibrium

(Critical point)

0

A

B

0/ 22 >∂∂ bS nR

nb*(A)

n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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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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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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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ibrium

(Critical point)

0

A

B

0/ 22 >∂∂ bS nR

nb*(A)

nb*(B)

ns*(A) ns*(B) ns

nb

  [그림 5] 
 인 경우, 두 개의 균형과 

동태  안정성

Proposition 3.     인 경우에는 

두 반응함수의 교차 이 유일하게 하나가 존재하고 

이 균형은 동태 으로 안정 이다([그림 6]).

nsns*(A)

nb

nb*(A)
RB

RS

Stable
Equilibrium

0

A

0/ 22 <∂∂ bS nR

nsns*(A)

nb

nb*(A)
RB

RS

Stable
Equilibrium

0

A

0/ 22 <∂∂ bS nR

[그림 6] 
 인 경우 균형과 동태  안정성

명제 2과 명제 3는 구매자의 수와 매자의 수

가 가격에 미치는 향에 의해서 시장이 독 으

로 갈 가능성 혹은 추가 인 진입이 발생할 가능

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균형가격이 

구매자 수에 향을 받지 않으면, 즉,   이면 

    이므로 명제 3에 해당하게 

된다. 이것은 구매자의 수가 가격에 미치는 향이 

없다면 동태 인 안정 인 균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 균형은 구매자와 매자의 최 값보다 작은 값

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추가

인 진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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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 0이 아니라면, 가 클수록 그리고 

가 작을수록     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 경우 명제 2가 용된다. 즉, 구

매자의 수가 가격에 미치는 향이 크고 매자가 

가격에 미치는 향이 작은 경우에는 동태 으로 

불안정한 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동태

으로 불안정한 균형은 이 균형에서의 구매자와 

매자 수보다 조 만 더 많은 구매자 혹은 매자

를 확보한다면 이들의 최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므

로 결과 으로 체 시장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기업의 추가 인 진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종합

하면, 매자의 수가 가격에 미치는 향이 구매자

의 수가 가격에 미치는 향보다 상당히 크다면 동

태 으로 안정 인 균형이 나타나게 되고 반 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균형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지 까지의 논의를 경매방식 는 고정가방

식 등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경쟁 구조에 미치는 

향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가격결정 메커니즘인 

경매방식과 고정가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구매자

의 수가 가격에 미치는 향이 빨리 나타나고 상

으로 그 정도가 큰 것은 고정가 방식에 비해서 

경매방식이다. 왜냐하면 경매방식은 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입찰에서는 최종가격의 불확

실성이 높은데 최종가격은 구매자인 입찰자의 수에 

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입찰자의 수가 많으면 

가격 한 높아지게 된다. 한 구매자의 가치 정보

가 쉽게 노출되므로 매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이

용하여 이를 가격에 상 으로 쉽게 반 할 수 있

다는 도 가격의 변동을 래하는 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경매 방식과 고정가 방식의 이마켓 이

스(e-marketplace)의 경우를 비교할 때, 경매방식에 

있어서 임계 의 역할을 하는 안정  균형에서의 

매자 수와 구매자 수가 고정가에 비해서 작은 경

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임계 을 넘는 수 에서는 

체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즉, 경매 방식의 

경우에는 실질 인 독 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

지만 구매자의 수가 가격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작은 고정가 방식의 경우에는 임계 이 없고 

동태 으로 안정 인 균형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

게 되므로 이 때 균형에서의 매자 수와 구매자 

수가 이들의 최 값보다 작다면 신규기업의 추가

인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즉, 고정가 방식인 경우 

하나의 이마켓 이스(e-marketplace)로는 모든 시

장은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쟁  

시장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재 국내의 경우, 그림 기존의 실질  독 기업

이었던 (주)옥션의 고정가의 비 이 매우 높았는데 

이 게 고정가 방식의 사용이 경매방식에 비해서 

상 으로 빈번해 짐에 따라서 기존의 거의 독

에 가까운 지 를 렸던 (주)옥션과 등한 규모

의 G마켓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

음의 [그림 7]은 (주)옥션에서 2002년 3월에서 2004

년 9월 동안 거래된 경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된 것이다. 거래량의 부분을 차지하는 복수수량 

경매의 경우를 보면 부분의 카테고리에서 60% 

이상의 비율로 고정가형 방식29)으로 매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구매자의 수가 가격에 미치는 향은 제품

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특히 수집품

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

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반 로 공산품(commod-

ity)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가격

이 그 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을 고려하면 수집품의 비 이 높은 경우에 추가

인 진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

래의 [그림 8]과 같이 이베이(eBay)와 (주)옥션을 

비교해 보면 이베이(eBay)의 경우에는 수집품의 비

이 높고 (주)옥션의 경우에는 그 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유추해 볼 때 이베이

(eBay)는 아직 거의 독  지 를 유지하고 있으

며 ㈜옥션은 이베이(eBay)와 유사한 사업 구조를 

29) 시작가와 즉시구매가격의 비율이 95% 이상일 경우

(시작가/즉시구매가격≥ 95%) ‘고정가형’이라고 정

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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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의 비 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의 진입을 허용할 수 밖에 없

는 구조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일수량경매 및 복수수량경매의 고정가형 판매 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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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선, 장 철, 안병훈(2006).

[그림 7] (주)옥션에서의 고정가형 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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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미국 이베이(eBay)와 (주)옥션의 
거래물품구성 비교

Ellison et al.[11]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렸

는데 이러한 결론의 이유로는 즉, 이베이가 미국에

서 경매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이유는 후발주자와 

크기 차이가 많이 나고 매되는 제품이 매자가 

많더라도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고품이 많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 다. 본 논문과의 차이는 Ellison et 

al.[11]은 주로 매자간 경쟁에만 을 두고 설명

하고 있다면 본 논문은 구매자간 경쟁도 함께 고려

하고 있다는 이다. 

물품구성비율과 거래방법을 두 축으로 이베이와 

(주)옥션, 그리고 G마켓의 치를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 9]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베이의 경우

에는 다른 두 이마켓 이스에 비해서 상 으로 

경매방식 심이고 수집품 심이므로 신규기업의 

진입가능성이 가장 낮게 되고 ㈜옥션은 이베이보다 

신규기업의 진입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만약 G마

켓이 국내시장의 선 자 다면 재의 ㈜옥션이 겪

고 있는 경쟁 보다 더 큰 신규기업 진입압력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거래방법>

<물품구성비율>

공산품중심수집품중심

경매방식
중심

고정가방식
중심

미국
eBay

한국
㈜옥션

G마켓

<거래방법>

<물품구성비율>

공산품중심수집품중심

경매방식
중심

고정가방식
중심

미국
eBay

한국
㈜옥션

G마켓

  [그림 9] 미국 이베이(eBay), (주)옥션, 그리고 
G마켓의 포지셔닝 비교

Proposition 4. 가 클수록, 동태 으로 안정 인 

균형의 경우에는 매자의 수와 구매자의 수는 모

두 증가하게 된다. 불안정한 균형인 임계 이 존재

하는 경우, 임계 은 낮아지게 된다.  

안정  균형이라면 더 큰 매자와 구매자 네트

워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불안

정한 균형에서라면 더 낮아진 임계 으로 인하여 

시장 체를 독 하기 더욱 쉽게 되었다는 것을 뜻

한다. 이것은 반 로 이러한 효과가 작은 경우, 시

장이 경쟁 이기 쉽다는 것을 뜻한다. 수집품과 공

산품을 비교해 볼 때 수집품의 경우가 매 물품에 

한 불확실성이 크고 따라서 구매자의 수가 증가

할수록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은 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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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게 된다. 하지만 공산품의 경우에는 

매물품에 한 불확실성이 기 때문에 가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베이(eBay)와 

(주)옥션을 비교해 볼 때 수집품 등이 더 많은 이베

이(eBay)가 상 으로 더 큰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이 네트워크를 독 으로 유지하기 쉽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국내는 G마켓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여 (주)옥션을 하고 있으며 재 거의 

등한 수 으로 성장하 다. 

이밖에 가 경매인 경우가 고정가인 경우보다 

높게 되는데 이것은 입찰에 따르는 추가 인 비용 

때문이다. 그리고 와는 반 의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안정 인 균형에서의 

매자와 구매자의 수는 감소하고 임계 이 존재하는 

경우 임계 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경매방식의 

이마켓 이스의 경우 고정가에 비해서 임계 이 

높아지게 되어 기 임계 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

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경매방식에 한 비용

을 높게 인지하고 있을수록 임계 을 넘기기 어렵

고 상당히 낮은 규모의 매자와 구매자 네트워크

만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에 비해서 국내의 구매자

들이 경매방식에 해서 더 큰 비용을 느끼고 고정

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문

화  차이 역시 국내에서 G마켓의 성장에 구조 으

로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제품에 해서 경매방식과 고정가방식만

을 비교하는 경우에, 경매방식에서 가 크기 때문

에 더 많은 수의 매자와 구매자를 확보하거나 낮

은 임계 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가 크기 때문

에 이러한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게 된다. 따라서 

비용구조의 차이에 의한 효과가 매자 수와 구매

자 수에 미치는 향은 이 두 효과의 크기에 따라 

다를 것이다. 

경 학 인 의의를 찾기 해서 이 논문에서의 

결과를 국내의 이마켓 이스  (주)옥션에 용

해 본다면, 모형에서의 간 인 네트워크 효과를 

나타내는 모수 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베이의 

세계 네트워크와 국내의 (주)옥션을 연계시켜서 

국내에서도 쉽게 이베이(eBay)의 상품을 살 수 있

도록 하고 매자들도 해외에 팔 수 있게 한다면 

더 많은 매자와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재 고정가방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

는데 이와는 반 로 경매방식의 활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 이것은 구매자 수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

하는 효과를 활용하기 한 것이다 - 고가 혹은 

문 이고 취미성향이 강한 분야 그리고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추가 으로 재 거래와 분리되어 있는 커뮤니티의 

운 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

고자 하는 물건에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매자에게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

라 구매자 그룹에 질문을 함으로써 제품과 매자

에 한 불확실성을 일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소

비자의 비용을 이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구매자

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옥션은 추

가 인 진입을 지할 수 있는 발 을 만들 수 있

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의 개를 ㈜옥션을 심

으로 진행했지만 사실 이러한 제안은 G마켓에게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다. 

5. 결  론

미국의 이베이(eBay)는 아직까지 등한 경쟁자

가 없는 반면에 국내의 (주)옥션은 후발업체인 G마

켓에 을 받고 있다. 이베이와 (주)옥션의 기본

인 사업모형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악하기 해서 

그룹간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서 어떻게 복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에 해서 논의하 다. 특히, C2C 이마켓 이스 

분야를 심으로 논의를 개하 다.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 한 기존의 문

헌들이 주로 구매자그룹과 매자그룹 사이의 간

인 네트워크 효과만을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이것

에 추가 으로 구매자간 그리고 매자간 경쟁효과

를 고려하 다. C2C 이마켓 이스에서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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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효과는 구매자 수와 매자 수가 거래가격에 미

치는 향으로 표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독 인 

이마켓 이스가 시장을 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 신규기업의 진입가능성을 분석하 다. 참가자의 

수가 거래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거래가격의 결정방

식이나 거래물품의 특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

고 이에 따라서 신규기업의 진입가능성도 향을 

받게 된다. 매자의 수가 가격에 미치는 향이 구

매자의 수가 가격에 미치는 향보다 상당히 크다

면 동태 으로 안정 인 균형이 나타나게 되어 추

가 인 진입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반 의 경우에

는 불안정한 균형이 나타나게 되어 이러한 가능성

이 낮아지게 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경매 심의 

거래방식을 사용하거나 수집품의 거래비 이 높은 

경우 신규진입이 어려우며 따라서 독 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보 다. 반 의 경우에는 

진입에 의한 경쟁심화 가능성이 높고 독 이 유지

되기 어렵게 된다. 

이 논문은 독  랫폼을 가정하 는데 최  

수수료 결정문제를 포함한 균형조건을 구하는 것으

로 모형을 확장할 수 있고 한 순차  진입에 의

한 경쟁을 반 하여 참가자간 경쟁효과가 최 수수

료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해서 살펴보는 것

도 추후 연구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 분석의 

편의를 한 선형함수가정을 완화하여 결론의 일반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연구를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Appendix：Proofs of 
Propositions

Proof of Proposition 1.     인 경우, 구매

자와 매자의 반응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그리고 

 

  
.

두 함수는 모두 선형이므로, 두 직선의 교차 의 

존재여부는 두 직선의 기울기와 편에 의해서 결

정된다. 제 1사분면만을 고려하므로 교차 이 하나 

존재하든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매자 수 

를 X축으로 구매자 수 를 Y축으로 하는 평면

에서 두 반응함수의 기울기를 비교하자.   

이고   이므로, 구매자의 반응함수의 기울기

보다 매자의 반응함수의 기울기가 같거나 작다면 

즉, 


≥ 


이라면 두 직선은 만나지 않

게 된다. 따라서 교차 은 존재하지 않고 어떤 구매

자 수 혹은 매자 수의 기값이 주어지든지 무한

로 발산하게 된다. 만약, 구매자 수와 매자 수의 최

값이 존재한다면, 이 값들이 선택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구매자의 반응함수의 기울기보다 매자의 

반응함수의 기울기가 크다면 즉, 


 



이라면 두 직선은 하나의 교차 을 가지게 된다. 그

리고 이 교차 에서의 기울기 역시 매자의 반응

함수가 크기 때문에 동태 으로 안정 인 균형이 

된다. ■

Proof of Proposition 2.     이

라면 는 에 해서 단조증가하는 연속인 볼록

한 함수이고 는 에 한 선형함수이므로 이 

두 곡선의 교차 은 두 개 혹은 한 개 혹은 존재하

지 않을 수 있다. 교차 이 두 개 존재하는 경우, 이

를   ,   라고 하자. 이 때   이

고   이다.   에서 두 반응함수의 

매자 수에 한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매자의 반

응함수 가 구매자의 반응함수 보다 더 큰 기

울기를 가지고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은 동태

으로 안정 인 균형이 된다. 그 지만   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 로 매자의 반응함수 가 

구매자의 반응함수 보다 더 작은 기울기를 가지

고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은 동태 으로 불안정한 

균형이 된다. 교차 이 한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

차 의 매자와 구매자 수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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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으로 수렴하고 큰 구간에서는 최 값으로 발

산하게 된다. 따라서, 불안정한 균형이 된다. 마지막

으로 교차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에 

해서 가 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매자와 

구매자의 최 값으로 발산하게 된다. ■

Proof of Proposition 3.     라

면 는 에 해서 단조증가하는 연속인 오목한 

함수이고 는 에 한 선형함수이므로 이 두 

곡선의 교차 은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 교차 에서 두 반응함수의 매자 수에 

한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매자의 반응함수 

가 구매자의 반응함수 보다 더 큰 기울기를 가

지고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은 동태 으로 안정

인 균형이 된다. ■

Proof of Proposition 4.   이라는 것

은 X축이 매자의 수인 그래 에서 구매자의 반

응함수가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모든 매자

의 수에 해서 구매자의 수가 더 커지게 된다. 

    인 경우, 안정 인 균형에서

의 구매자와 매자 수는 증가하고 불안정한 균형

에서의 구매자와 매자의 수는 감소하게 된다. 

    인 경우, 안정 인 균형에서

의 구매자와 매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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