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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procurement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기존의 문헌들은 소비자 반응, 효과적인 웹사이

트 구축, 보안 및 지불 시스템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실증적인 분석을 통한 생존, 성공

요인을 도출한 논문은 거의 없다. 또한 성공요인을 도출한 연구들은 웹사이트, 사이버 쇼핑몰 등의 연구

에 범위가 국한되거나, e-procurement의 성공요인을 나열만 할 뿐 상황에 따라 어떤 e-procurement 성공

요인이 상 적으로 중요한가에 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문헌들을 고찰하여 e-procurement 성공요인을 정리하고, 이러한 성공요인들이

비용절감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116
개의 설문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헌을 통한 일반적인 성공요인이 현업에 있어서도 성공

요인 임이 드러났고, 이러한 성공요인이 비용의 감소와 접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I. 도 입

구매/조달 활동은 기업의 내부 활동이 아닌 기업 전반에 걸친 e-비즈니스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e-procurement를 통한 공급망의 통합은 확장된 기업

개념의 협업 체계의 실현과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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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도 e-procurement 도입, 기업소모성자재(MRO)의 구매 아웃소싱, 전략

구매, 공동구매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구매관리

자협회(NAPM)가 최근 ISM(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로 조직 명을 바꾸고, 최

근에 많은 기업들이 구매 팀 신 SCM팀(Supply Chain Management Team) 등으로

부서 명을 바꾸는 등 구매/조달에 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기업 경쟁력 강화 및e-비즈니스 환경에의 응을 위한 e-procurement에

한 관심과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e-procurement에

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변변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로 인해 많은 기업 관계자와 심지어 경 전문가들 조차도 e-procurement에

해 부족하고 편협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e-procurement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기존의 문헌들은 효과적인

웹사이트 구축, 보안, 지불 시스템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실증적인

분석을 통한 생존, 성공요인을 도출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성공요인을 도출한 연구들은 웹사이트, 전자결제 등의 연구에 범위가 국한되

거나, e-procurement 성공요인 들을 나열만 할 뿐 상황에 따라 e-procurement 성공요

인이 상 적으로 중요한 가에 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문헌들을 고찰하여 e-procurement의 성공요인을 정

리하고, 이러한 성공요인들이 기업의 규모, 업종, 그리고 e-procurement 운 기간 등

의 상황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또한 이를 통하여 일반적인 성공요인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성공요인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e-procurement의 개념과 특성, 성공요인,

그리고 성과에 한 문헌을 고찰한다. 3절에서는 문헌고찰을 토 로 연구방법과 연

구 모형을 제시하고, 4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연구 결

과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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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Procurement의 이론적 배경

1. E-Procurement의 성공요인

경매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해 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전자상거래에서 인터넷 경매도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

경매 방식은 전통적 경매 방식을 많은 부분에 있어 모방하기도 했지만, 전통적 경매

나 전자적 경매의 방식 및 개념을 크게 변화 시켰고 소비자 개개인 경매라든지 소액,

소량 경매 등 과감한 경매 진행 방식을 가능하도록 하 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중앙 집중적 량생산 체제 하에서 일 일 협상이 비

효율적 이었기 때문에 규격화된 제품에 한 고정적 가격을 지불하는 식의 비즈니스

가 성행 했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매장의 출현과 발전으

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더욱 만족스러운 관계 구축을 기 할 수 있게 되었다.

경매에서 구매자는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상으로 입찰할 수 없고 지나치게 높

은 가격을 요구하는 판매자는 즉시 가격을 낮추거나 판매를 포기 해야 한다. 구매자

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갖고 더욱 편리해진 방식으로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판매자는 더 큰 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온라인 소매, 또는 온라인 판매와는 달리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상품 구매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 시키는 것이며, 그에 따라 엄청난 프로세스 효율성과 지속적

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e-procurement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공

급 파트너들과 통합하면 할수록, 비용 절감과 프로세스 개선에 한 효과가 더욱 커

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개선 움직임들이 몇몇 광범위한 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조달은 매일 발생되는 구매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상품에

한 전자 조달은 구매 단가를 줄이는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의 수작업이나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전화와 팩스 기반의 구매 프로세스를 효율화 시키고 있다.

Klein과 O’Keefe는 사례분석 이외에 이론적 추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경매

시장에서의 성공요인에 관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1) 최근의 기술 발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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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시장 역을 전자 거래의 부분으로 유입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

장 메카니즘이 적용 될 수 없었던 새로운 분야에 해 경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존의 매개 형태는 새로운 구매 운 체계에 체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곧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운 체계의 등장을 의미한다. 3) 모든 시장 참여자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매에 있어서 수직적인 계층 구조

가 어느 정도는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웹으로 인한 공급업자와 경매

중계자는 전 세계를 상으로 잠재적인 참여자와 접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특별한 시장에서도 유동성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5) 기업은 자신의 현재 매출액

기본과 공급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on-line sales를 실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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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EB의 보급이 전자경매에 미치는 연구

McEachern and O’keefe의 Klein의 연구(1997) Turban의 연구(1997)
연구(1997)

Parameter Impact of Web

Auctioneer -전자 경매시장의 증가는 -진입장벽이 낮아짐 -계약자와 리인의 직접

각기 다른 시장의 통합과 -직접 판매의 기회 증가 거래

경쟁의 심화

Customer -저 비용의 통신 인프라의 -개인 고객에 초점 -제품 구매 고객에 직접적

Access rules 구축으로 경매 참여자수 -이론적으로 수 많은 잠재 인제품 공급

급격히 증가 고객의 접근 가능

Trade object - 중의 관심을 갖는 모든 -세분, 집중화 된 상물이 -온라인 입찰을 통하여 시

분야 경매 상 간과 비용 절감

-제품기술의 복잡성 허용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고품질의 물건을 구매

Trade rules -경매 상물의 하이퍼미디어 -제품 보증 서비스 강화 -누구에게나 공정한 입찰

와 멀티미디어상의 구현을 -기술의 진보 등 규율의 기회 및 투명한 구매과정

위한 표준화 체계 구축 복잡성 허용 처리

Trans action -경매의 사각적 효과의 증 -디지털 상품에 한 전체

/Settle ment 및 지불시스템의 보완으로 거래 과정이 웹상에서 수

거래량 증가 행되며, 물리적 상품에

해서는 거래과정과 실제

상물의 유통 과정이 분리

됨으로써 비용절감



보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체계와 다른 coordination-ordination mechanism을 채택 할 것

이다. 6) 경매는 유한성이 강한 물건, 과 과소 품목등과 같은 특별 품목등에 하여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도모 할 수 있으며 이때 전통적인 유통 채널과 거래 형태가 공

존 할 수 있다. 

McEachern과 O’keefe는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뢰 축적과 품질 보증이 가장 핵

심적인 요소임을 주장 하 다. 이를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과 어느 정도의

지배 메커니즘은 필요하다고 하 다. 네덜란드 꽃 경매시장에 한 사례분석을 실시

한 Van Heck와 Ribberd의 연구 역시 거래 상 품목에 한 기술과 검사를 철저히 하

기위한 제도적 장치와 여러 가지 보증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전자 경매에서의

핵심 성공 요인 이라고 보았다.

Fonf와 Fowlerd는 e-Procurement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성공 요인을

분석 하 다. Fonf와 Fowlerd는 미국의 면화 시장과 돼지 도매 시장에서의 경매 현상

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전자 경매 시장에서의 성공 요인에 한 결과를 발표 하

다. 1) 기존의 Value Chain을 체하기 보다는 보완 하는 측면에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1895년 Miller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생산자 스스로가 자신의

Markerter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적용은 stock agent의 활용에 그 성과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 결국 매개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과 충고의 역할로

새로이 부활한다는 것이다. 2) 정부의 통치스타일도 전자 상거래의 성과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개입하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의 정부가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 전

자 상거래에 접근하는 양상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3) Virtual electronic markets은 기존

의 sales value chain로 통합 되어야 한다. 이는 중복적인 마케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서도 중요하다. 4) 시스템의 효율적인 소유와 통제 역시 매우 중요한 데 수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 간에 소유와 통제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급자와 구매

자 모두 해당 시스템을 무시하게 되는 것 이다. 5) 정확하고 객관적인 제품 기술 방법

이 필요하다.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전자상거래 상 품목들은 체로 표준화된 제품

기술 양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정교성의 정도는 경우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 즉 기존의 표준화 된 기술 이외의 방법에 부수적으로 첨가 하기 보다는 다양

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표현 양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 6)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 역시 중요한데 그 이유는 초기 비용이 비교적 높고, 외부에서 아무런 기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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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쉽게 진입 할 수 있는 자유 진입 허용의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 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7) 주체적인 시장 운 자는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초기에 제공

해야 한다. 초기 시스템의 운 과 사용이 쉽고 비용 역시 저렴한 경우가 시스템의 기

능이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초래하 다. 8) IT만으로는 최적의

가격 결정과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없다. 정보 기술을 적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실

제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다.

이호근의 일본 중고 자동차 경매(AUCTNET) 사례 연구는 새로운 electronic

market intermediary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 되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electronic intermediary service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는 우선 전자상거래를 의한

Technological Competency도 중요 하지만 새로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거래상의 위험을

감소 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책과 프로세스가 중요 하다고 보았다. 제도적 정책과 프

로세스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Product Evaluation

AUCTNET 이전의 전자 경매 시스템의 실패 요인은 구매자가 경매 상으로 올라

온 제품에 한 신뢰를 가질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착안하여 AUCTNET은 제품

설명에 한 표준화를 시도 하 고 자체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품에 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노력 하 고 아예 처음부터 상등급의 제품만을 취급하 다. 

2) Legitimization of Electronic Contract

일단 낙찰이 되고 계약이 성사된 후에는 어느쪽이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편에

해서는 다시는 경매에 참여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지를 가한다. 딜러 입장에서는

AUCTNET에 참여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이익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조치보다 실

질적으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E-Procurement와 비용절감의 관계

자재 조달 시 항상 두 가지의 비용이 발생한다. 첫 번째는 구매 물품 그 자체의 비

용이며, 두 번째는 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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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urement 시스템을 구축할 때 낮은 가격을 찾거나 공급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가격

할인을 받는데 있어 단지 시스템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만 보지 말고 한차원 너

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조달은 매일 발생되는 구매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상품에 한

전자 조달은 구매 단가를 줄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수작업이나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

는 전화와 팩스 기반의 구매 프로세스를 효율화 시키고 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자재 구매 총 비용의 40%는 주문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거래 비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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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Procurement의 성공 연구

-Auction Frof & fowler의 연구(1997) Klein & O’keefe의 이호근의 연구(1997)
component 연구(1998)

Subject -미국의 면화 경매시장과 -유럽의 화훼 및 농산물 -일본의 중고자동차

돼지 도매 시장 유통시장 (AUCTNET) 경매시장

Auctioneer -기본적/핵심적 기능의 경매 -Search 기능을 강화시켜 -Search 기능을 강화시켜

시스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주는 New intermediary 주는 New intermediary
제공

-New intermediary 역할

Supplier/ -기존의 value chain을 체 -양측의 신뢰축적과 유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주

buyer and 하기 보다는 보완 -신뢰유지를 위한 수직적 어야 함(운송/광고비용

Access rules -양측 모두 통제에 한 합의 지배 구조 인정 절감, 높은 경매가)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 -기존 유통방식 인정 -수많은 잠재적 고객의

지원 필요 접근

Trade -정확하고 객관적인 제품 -거래 상에 한 철저한 -제품 표준화 및 샘플 제

objects 기술 방법 심사와 품질 보증 공 등의 고객지향적 방법

-표준화 방식 이외에 고객의 -거래 상의 특이성 활용

요구에 부응 ` 예: 유한/재고량/희소성

Trade rules -Physical product과 Logistics -Physical product과
& Settlement 분리 Logistics 분리

-품질보증, 하자처리

-철저한 계약 이행

Van Heck & Ribber의 연구

- 거래 상 품목에 한 기술과 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여러 가지 보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전자 경매의 성공 요인으로 보았다.



발생된다고 한다. 온라인 조달은 더욱 빠르고, 더 저렴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송장

과 주문에 관련된 에러를 평균 2%까지 줄이는 장점이 있다. 전체 거래 비용으로 환

산 시 엄청난 비용 절감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procurement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회사들(규모도 크고, 복잡한 기업)이 90% 정

도로 프로세스 비용을 절감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기업들이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

스에 한 직접 비용에 있어서도 계약 구매, e-익스체인지 등을 통해서 11%까지 추

가적인 절감을 보 다. 3M이 좋은 사례이다. 전통적으로, 3M은 수십만 가지의 사무

용품에 해 구매 주문 당 평균 120달러의 비용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주문들은 3M

의 총 구매 거래 건수 및 업무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구매 금액으로 보면

단지 2%의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각각의 구매 청구서 처리는 1일에서 3일이 소요되

었고, 총 주문의 1/4은 재작업을 해야 했다. 구매의 약 45%는 공급업자들과 미리 협

의된 계약을 위반하며 수행되었다. 심지어 과거 2년 동안, 3M은 e-procurement 솔루

션을 구현하여 거래 비용을 크게 절감하 으며, 재작업과 에러를 거의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부적인 구매 요청에서 승인까지의 사이클 시간을 1시간 이

상 줄 다. 3M의 분석에 의하면, 그러한 개선을 통해서 구매 한 건당 비용을 120달러

에서 40달러로 줄 다. 이것은 비용 절감의 좋은 예지만 드문 경우는 결코 아니다.

III. 연구 방법

이 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면서 도출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모

형을 제시하고, 여기에 포함된 변수들을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

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절차가 기술된다.

1. 연구 모형, 가설 및 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5가지 e-procurement 성공요인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성공 요인들을 모두 열거하고 직접 e-procurement를 운 하고 있는 업체를 상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된 변수만을 추출한 것이다. 이렇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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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uremen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은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구매 만족도를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e-business의 비중에 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e-procurement

의 가장 큰 효용인 비용 절감을 종속 변수로써 선택하 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상품 표준화의 노력으로 비용이 절감된다.

H2: 구매 프로세스의 개선으로 비용이 절감된다.

H3: 신규 거래처의 확보로 비용이 절감된다.

H4: 공정성 및 거래 투명성 확보로 비용이 절감된다.

H5: 품질보증 및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절감된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본은 전, 충 남북의 e-procurement 시행 업

체를 상으로 하 다. 표본은 한 상공회의소의 기업체 연감(2002) 및 산업자원부

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216부를 우송하 다. 설문지를 완성하기에 앞서 서너 차례의

Pilot Test를 거쳐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답하기 쉬운 설문용지를 작성 하도록 하

다. 설문지 배포는 우선 예비 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한 3건(설문용지 7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상이 되는 사용자에게 설문지를 배포

하는 방식을 취한 9건(설문용지 12부), 그리고 우송을 통한 197부이다. 우송을 통한

배포의 경우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부탁과

우송을 동시에 실시 하 다. 전화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참가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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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E-Procurement 성공요인

상품표준화의 노력

구매프로세스의 개선

신규거래처 확보

고정성 및 거래 투명성 확보

품질보증 및 계약이행

재고비용

제품비용

마케팅비용

경상비용

배송비용

비용절감



응답자에게는 조그만 선물을 증정함으로써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 다. 전

체 216부 중 회수되어진 설문지는 120부로 회수율은 57.1% 다. 회수된 총 120개의

설문 중 4개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따라서 분석은 총

116개 기업의 응답자료를 상으로 실시되었다.

IV. 결과분석

1. 기술통계 분석

연구 변수 중 등간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한 변수에 관한 기술적 통계량은 <표 3>

에 나타난 바와 같다. 등간 척도로 측정된 변수들은 e-procurement의 성공 요인들이

기 때문에 평균값들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procurement의 성공 요인 중 구매 프로세스 개선의 평균값이 4.1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매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 확보는 2.6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

업의 품질 보증과 계약이행이 4.00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품 표준화에 한

노력이 3.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거래처의 확보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인데, 이는 국내 e-procurement 운 업체들이 수익성에 주력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procurement 성공 요인들의 활용을 통한 원가절

감 정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표본 기업들은 e-procurement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구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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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본 연구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량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준편차

프로세스개선의 중요성 116 2 5 4.19 1.229
신규거래처의 중요성 116 1 5 2.82 2.811
구매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 116 1 5 2.63 1.042
상품 표준화의 필요성 116 1 5 3.03 0.894
품질보증과 계약이행의 필요성 116 2 5 4.00 0.747
원가절감의 정도 116 1 5 4.21 1.131



로세스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보증과 계약이행 그

리고 상품 표준화에 한 노력을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들의 통계적 타당성은 다음 절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2. E-Procurement 성공요인과 원가절감 정도와의 인과관계분석

본 연구는 e-procurement 성공요인과 원가절감 정도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에 앞서 각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

과 같다.

이 결과 몇 개의 독립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변수의 허용 오차(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의 값을

살펴보았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의 잔여분산 허용오차는 0.358 이상을 나타내며,

분산팽창오차는 0.271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허용오차가 작을수록,

분산팽창요인이 클수록 공선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이 회귀모형의 각

변수사이의 공선성 문제는 회귀 추정식의 유의성을 감소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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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관분석 결과

상품 표준 구매 프로 신규 거래처 고정성 및 거래 품질보증 및

화의노력 세스 개선 확보 투명성 확보 계약이행

상품 표준화의 노력 -

구매 프로세스 개선 0.073 -

(0.256)

신규 거래처 확보 0.238 0.053 -

(0.053) (0.259)

고정성 및 거래 투명성 확보 0.136 0.374 0.145 -

(0.194) (0.000) (0.184)

품질보증 및 계약이행 0.151 0.127 0.185 0. 130 -

(0.179) (0.197) (0.108) (0.197)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e-procurement 성공요인이 원가절감 정도를 설명하

는 전체 설명력이 .774, 즉 77.4%로 단히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F 값

이 40.782로 99% 유의수준에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난다. 그리고 추정 값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는 4.2749임을 알 수 있다. 또한

Durbin-Watson의 D통계량은 1.717이므로 양측 및 단측 검정 모두에서 유의수준 1%

계열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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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중공선성 통계량 표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상품표준화의 노력 0.359 0.162
구매 프로세스 개선 0.358 0.209
신규거래처 확보 0.472 0.174
공정성 및 거래 투명성 확보 0.384 0.186
품질보증 및 계약 이행 0.487 0.271

<표 6> 회귀분석 결과

R R2 Adjusted R2 Standard Error F Sig. Durbin-Watson

.879 .774 .766 4.2749 40.782 .000 1.717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 Sig
회귀계수 회귀계수

(Constant) -13.952 2.597 -2.894 .000

상품표준화의 4.684E-.05 .029 .172 2.594 .048
노력

구매 프로세스 5.736E-08 .031 .197 2.486 .062
개선

신규거래처 2.781E-04 .037 -.102 -1.092 .242
확보

공정성 및 8.735E-06 .183 -.239 -0.492 .279
투명성 확보

품질보증 및 9.683E-05 .085 .147 3.896 .000
계약 이행



각 e-procurement 성공요인의 원가절감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상품표준화의

노력, 구매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품질보증 및 계약 이행이 원가절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표준화의 노력은 95% 유의수준에서 양(+)의 향을 미친다. 이는 상품표준화

에 한 노력이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가설 1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것

은 구매에 있어 표준화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품의 통일화로 비용이 절감됨을 나타

내준다.

구매 프로세스의 개선은 90% 유의수준에서 양(+)의 향을 미친다. 이는 구매 프

로세스의 개선이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가설 2를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다. 구매

프로세스의 개선으로 기업은 구매 및 조달의 전 과정에서 신속한 처리로 비용이 절감

됨을 나타낸다.

신규거래처의 확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음(-)의 계수에서

알 수 있듯이 신규거래처의 확보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원가

상승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표 6>의 결과는 나타낸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구

조 속에서 신규거래처의 확보가 제품의 낮은 입찰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공정성 및 거래 투명성 확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것

은 공정성 및 거래 투명성이 기업의 활동을 투명하게 하고 운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품질보증 및 계약이행은 99% 유의수준에서 양(+)의 향을 미친다. 이는 품질보

증 및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가설 5를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것은 품질보증으로 불량률이 줄어들어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21세기 디지털 시 를 맞이하여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통신의 인프라 수준을 넘어

서 핵심적인 사업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e-procurement는

업체들에게 그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새로운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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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procurement는 하나의 변혁으로서 업체들은 21세기를 맞이 하여 생존과 성장을

거듭하기 위하여 이 변혁의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

이렇듯 e-procuremen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e-

procurement의 성공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성공요인들이 비용절감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116개의 설문자료에 한 실증분석 결과 문헌을 통한 일반적인 성공요인이 현업에

있어서도 성공요인 임이 드러났고, 이러한 성공요인이 비용의 감소와 접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술통계분석 결과 구매 프로세스의 개선, 품질보증 및

계약이행, 상품표준화의 노력 등이 e-procurement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인

식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세 요인들의 원가절감에 미치는 향 또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e-procurement의 성공요인들을 실증

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고, 또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e-procurement의 성공요인이

비용의 감소에 미치는 향을 입증함으로써, 성공요인이 비용의 감소에 긍정적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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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Factors for 
E-Procurement and Cost Performance

Ho Il Park**
Soo Wook Kim**

ABSTRACT

In spite of recent concern on E-procurement, previous literatures have mainly focused on

customer response, effective web-site construction, security and payment system, but have

rarely made research on survival and success factors for E-procurement through empirical

analysis. Also, such rarely seen previous literatures on success factors for E-procurement are

confined to the issues on web-site and cyber shopping mall, or just introduce success factors.

This paper first organized success factors for E-procurement by screening previous

literatures, and analyzed empirically how such success factors influence on cost reduction. As

a result of empirical test on 116 survey responses, this paper identified the validity of the

success factors for E-procurement derived from previous literatures, and disclose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such success factors and cost reduction.

Key word: E-procurement, Success Factor, Cost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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