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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경매에서 경매빈도와 거래규모가 경매 성과에 
미치는 향

The effect of auction frequency and transaction volume on auction 
performance in internet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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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매 물량이 많고 구매 시 이 분산되어 있는 기업간 구매경매에서 경매빈도와 한번 경매 시 거래되는 거래규모에 한 
결정은 구매경매 성과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구매경매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거나, 참여자들의 행  분석 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경매빈도와 거래규모의 향에 한 실증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MRO 구매 행 업체의 실제 경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매빈도와 거래규모가 경매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다. 분석결과 같은 하여 경매빈도가 낮을수록 입찰자들이 경매시장에 한 사  정보가 부족하고, 상 으로 은 
매기회를 잡기 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래규모는 가설과 달리 거래규모가 
증가하여도 낙찰가격이 낮아지지 않았다. 상 제품인 MRO 제품이 표 화되어 량 생산되는 제품이므로 규모의 경제에 의
한 가격 할인이 이미 반 된 것으로 악되고, 특정 경매에서 거래규모의 크기가 추가 인 가격인하에 미치는 향이 없고 
오히려 거래규모가 을 때, 상  낙찰가격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In procurement auctions, auction frequency and transaction volume per auction have been analyzed as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auction performance. However, there is no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auction frequency and transaction 

volume in procurement auction. Current studies mainly focus on bidder behavior analysis and new system design in 

procurement auction. In the study, we analyze the effect of two factors on relative winning price empirically by using real 

auction data from MRO procurement outsourcing company in Korea. From the results, we find the winning price is lower when 

the frequency of auction with same item category is lower. The low frequency of auctions means participating bidders have 

limited information of previous auctions and they bid their best price to win the current auction due to less opportunity of 

reopening the auction in near future. The larger purchase amounts of MRO items didn’t results in lower winning price, contrary 

to our hypothesis. The possible reason is that the price of MRO items already reflects the economy of scales and the increased 

volume per auction do not cause the further discount of MRO items from the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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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기술에 기반한 자상거래는 거래비용의 

감과 시간  장소의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기업

간 상거래 행태를 변화시켜왔다. 가격 경쟁을 통해 

비용을 감하고, 구매 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

는 인터넷 경매는 기업간 구매에서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장 메커니즘이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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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경매는 일반 오 라인 경매와 다음과 같

은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인터넷 경매는 오 라인 경매와는 달리 경

매 참여에 한 시간  물리  제약이 미미하고, 

경매 주   참여를 한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이 무시할 수 있는 수 으로 낮다. 둘째, 인터

넷 경매는 모든 경매 참여자가 한곳에 모여 경매가

를 제시하는 오 라인 경매와 달리 경매 가격에 

향을 미치는 경매참여자의 수와 같은 정보가 경매 

참여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경매의 특성을 반

하여 인터넷 경매 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을 정

의하고, 이들이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간 구매에서 경매는 주로 표 화되어 있는 

소모품인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제품의 구매에 용되어왔고, 최근 이런 MRO 제품

을 구매 행 하는 서비스 시장이 속도로 팽창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MRO 구매 행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23조원으로 추산되어 한해 

보다 약 27% 성장했다[1]. 구매 행서비스 업체

는 일정 수 이상 제품 품질이 유지되는 범 에서 

가  낮은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 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구매비용을 일 수 있는 효율 인 구매방법

인 경매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구매 행업체에서 사용하는 경매는 역경매로써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경매인이 련된 매자, 

즉 입찰자들에게 안내 하면 입찰자들이 입찰가격

을 제시하고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구매하는 경매 방법이다. 경매방식을 도입하고 있

는 MRO 구매 행서비스 기업들은 상 으로 낮

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용하

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반복 으로 발생하는 구

매경매에서 낙찰가격을 낮게 형성하기 해 일정 

수  이상의 입찰자의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매 메커니즘을 제안하거나[2-4], 응찰자간의 묵시

 담합 행 를 방지하기 한  방법들을 제안하

다[5,6]. 이와 같은 연구들은 경매의 시기  거래규

모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행태를 

경매인에게 유리하도록 제어하기 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매인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양이 많

고, 필요한 시 이 분산되어 있다면 구매비용을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경매의 빈도와 규모를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

매 빈도와 거래규모를 략 으로 결정하는 방법

론을 제공하기 해 경매 빈도와 거래규모가 반복

으로 발생하는 구매경매에서 낙찰 가격에 주는 

향에 해 구매 행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

업의 실제 경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해 보

고자 한다.

거래빈도와 거래규모는 구매 략을 구성하는데 

요한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 거래빈도는 Willamson 

[7, 8]에 의해 개발된 거래비용분석(Transaction Cost 

Analysis: TCA)에서 구매 략을 결정하는데 요

한 요소로 사용되었고, 이후 많은 문헌에서 구매

략을 구성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9]. 하지만 반

복 으로 발생하는 경매에서 경매빈도가 경매 성

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없었다. 

일반 으로 거래규모가 클수록 가격할인 효과로 

구매비용을 감할 수 있다[10]. 거래규모 추가 인 

비용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매 방법에 한 방

법론 연구[11]와 이를 용한 사례연구[12] 들이 있

었다. 하지만 실제 경매에서 경매의 거래규모 차이

가 경매의 성과에 향을 주는지에 한 경험  연

구는 없었다. 

경매 낙찰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반복 으로 발생하는 구매경

매에서 경매빈도나 거래 규모가 경매 성과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경매빈도 거래규

모 경매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는 측면에

서 차별성이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2장에서는 

경매에 있어서 거래규모  경매빈도에 따른 낙찰

가 향에 한 기존 문헌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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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 모형을 세우고 기존 문헌의 결과를 바탕으

로 가설을 도출한다. 제 4장에서는 가설에 한 검

증 결과를 서술하고 해석한다. 제 5장에서는 연구

의 시사 과 연구가 가진 한계 , 그리고 향후 연

구 방향에 해 논의한다.

2. 이론  배경  선행 연구 

인터넷이 도입된 기 소비자와 기업간 는 소

비자간의 상거래에서 경매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

고, 경매참여자간의 신뢰형성[13], GIS를 이용한 새

로운 경매 시스템에 한 연구[14], 나아가 모바일 

환경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경매 시스템에 

한 연구[15]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 기

업간 거래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면서, 인터넷 경매

는 기업간 거래에서 가장 요한 거래 수단  하

나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년간 수입억불의 부품과 

서비스가 인터넷 경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16]. 

기업간 구매에서 인터넷 경매의 활용도가 높아지

는 이유는 구매비용 감과 로세스 효율화에 기

인한다. 기업간 구매경매의 효과 평가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으로 구매기업은 경매를 통

해 15% 정도의 구매비용 감소 효과를 보고 있고

[17], 나아가 평균 6주 정도 소요되는 구매 과정이 

몇 시간의 경매로 단순화되고 빨라지게 되었다[18]. 

공 업체와의 업 보다는 비용을 이는 것이 

요한 MRO 제품 구매에 경매 방식이 많이 용되

고 있다[19].

기업 구매에서 경매의 사용 비 이 높아지면서 

기업구매에 용되는 경매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  기업간 거래에서 다양한 항

목에 한 복잡한 상 과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가격 이외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다 속성경매

(multi attributes auction)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0-22]. 한꺼번에 여러 품목을 거래하는 기업

간 경매에서 여러 상품의 조합으로 입찰할 수 있는 

조합경매(combinatorial auction)은 이미 여러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23-25]. 

기업간 경매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 구매에 의해 

경매가 반복 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26]. Ishii[5]

와 Porter and Zona[6]는 반복 으로 발생하는 경매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찰 참여자간의 담합에 한 

연구를 수행하 고, Jofre-Bonet and Pesendorfer[27] 

는 반복 으로 발생하는 경매에서 이  경매의 낙

찰 유무에 따른 입찰자의 물품공  가용성이 재 

경매의 가격 결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수

행하 다. 경매참여자의 행태 분석 연구로는 반복 

경매에서 이  경매의 성과가 재 경매의 입찰가 

결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이 있었다[28, 

29]. 나아가 반복 으로 발생하는 구매에서 경매 성

과를 높이기 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표 인 연

구로는 반복 경매에서 참여자 수를 유지할 수 있도

록 인센티 를 제공하는 경매 매커니즘에 한 연

구가 있었다[2-4]. 하지만, 일정 액을 정해진 기간

에 반복 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업 구매에서 경매

인이 제어할 수 있는 경매빈도나 한번 구매하는 구

매 액 즉, 거래규모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구매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경험  

연구와 략  연구는 없었다. 

거래빈도는 Willamson[7, 8]에 의해 개발된 거래

비용분석(Transaction Cost Analysis: TCA)에서 자산 

합성(Asset specificity)과 불명확성(Uncertainty)과 

함께 구매 략을 결정하는데 요한 요소로 사용

되었다. 하지만 반복 으로 발생하는 경매에서 경

매빈도가 경매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없었다. 

일반 으로 규모의 경제에 가격할인 효과로 거

래 규모가 커질수록 단 당 구매비용을 감할 수 

있다[10]. 이를 경매 시스템에 용하기 해 거래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추가 인 비용 할인을 제공

하는 새로운 경매시스템에 연구[11]와 이를 기업의 

구매경매에 용한 사례연구[12] 들이 있었다. 그리

고, 소비자간의 인터넷 경매에서 공동구매에 의한 

거래 규모의 증가로 인해 구매비용을 일 수 있었

던 사례에 한 연구도 선행되었다[30]. 하지만 실

제 반복 으로 발생하는 기업간 구매경매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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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거래규모 차이가 경매의 성과에 향을 주는

지에 한 경험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 으로 발생하는 기업 구매

경매에서 략  구매를 해 경매 빈도와 거래규

모가 경매 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제 경매 데이터

를 이용하여 경험 으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  연구가설의 정의

3.1 연구모형

본 연구 목표는 실제 경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구

매자가 통제 가능한 경매빈도와 거래규모가 낙찰

가에 향을 주는 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하

고 이에 따라 구매자 에서 경매 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매거래 성과는 연구에서 사용

된 변수뿐만 아니라, 경매참여자의 수, 참여자의 생

산 능력  비용구조 등도 향을 주지만, 이런 정

보들의 참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참여자 내

부 정보는 구매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부

분이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는 구매자가나 경매 참여자

가 공유할 수 있는 경매 거래의 특성으로써 경매빈

도와 거래규모를 독립변수로 정의하 으며, 경매 

거래 성과로써 상  낙찰가를 종속변수로 채택

하 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경매거래특성
경매거래성과

상대적낙찰가
경매빈도

거래규모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상  낙찰가를 경매 거래 성과

의 지표로 사용하 는데,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단순 낙찰가 는 평균가격과 낙찰가의 차액을 경

매 거래 성과 평가를 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데이터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의 경매 거

래 결과에 한 것으로 경매가 실시된 시 의 제품 

수 상황, 경제상황에 따라 제품의 시장 가격이 변

동됨을 고려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인터넷최 가 

사이트(www.enuri.com)에서 제공하는, 가장 정형화

된 제품인 L 자의 32인치 LCD TV 평균 가격의 

변동 그래 이다. 동일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개월 동안 최  평균가격 비 13.5%의 변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가격변동 그래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단순 낙찰가를 경매 

거래 성과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경매거래 시 의 시장가격의 추

정량으로 입찰가격의 평균을 사용하 다. 둘째, 다

른 두 경매 건이 같은 낙찰가격을 갖는다 할지라도 

시장가격에 따라 다른 경매 성과로 평가된다는 것

을 고려해야 한다. 낙찰가와 시장가격의 추정치인 

평균입찰가격의 차이를 경매 거래 성과의 지표로 

고려할 수 있으나, 같은 차액이라고 하더라도 경매

의 규모에 따라 성과가 다름을 표 할 수 없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경매 거래의 낙찰가를 해당 경

매 거래의 평균입찰가격으로 나  상  낙찰가

를 경매 거래 성과 지표 변수로 정의하 다. 상

 낙찰가는 기존의 경매연구에서도 요한 성과 

지표로 사용되어왔다[29]. 상  낙찰가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 상  낙찰

가는 작은 값을 가질수록 시장가격 비 낮은 가격

의 낙찰가임을 의미하므로 경매 거래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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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연구 모형에 기반하여 크게 경

매빈도가 경매 거래 성과 지표인 상  낙찰가에 

미치는 향, 거래규모가 경매 거래 성과 지표인 

상  낙찰가에 미치는 향으로 구분하여 설정

하 다. 

3.2.1 경매빈도가 상  낙찰가에 미치는 향

거래빈도는 구매비용을 이기 한 략구매에

서 요한 요소로 연구되어 왔다[7, 8]. 경매에서도 

경매빈도는 경매 입찰자들의 입찰가 결정 과정에 

향을 으로써 궁극 으로 경매 성과를 결정하

는 낙찰가 결정에 향을 미치게 된다. 경매연구에

서 학습효과이론에 따르면[31], 이  경매에서의 최

가 낙찰자는 다음 경매에서 입찰가격을 인상하

는 경향을 보이고, 거래가 반복 될수록 입찰자들은 

이  경매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공격 인 

입찰보다는 비용과 상되는 이익 사이의 당한 

합의 을 찾아서 입찰가를 결정하게 된다[32]. 거래

빈도가 낮은 경우, 입찰자들은 이  경매에서의 경

쟁 정도에 한 사  정보가 없고, 매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최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매빈도가 경매 거래 

성과 지표인 상  낙찰가에 미치는 향에 해

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 경매빈도가 낮을수록 상  낙찰가는 

낮아질 것이다. 

3.2.2 거래규모가 상  낙찰가에 미치는 향

인터넷의 발 과 함께 요한 거래 수단으로 자

리 잡은 인터넷 경매는 개인간 거래뿐만 아니라 기

업거래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거래규

모를 증가시켜 구매자들의 상력을 높이고 구매

비용을 이려고 하는 공동구매에서도 경매가 많

이 사용되어 왔다[30]. Chen et al.[30]에 따르면 공

동구매에 의한 거래규모의 증가가 낙찰가를 낮추

는데 기여하기 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실  가능

해야 하고, 입찰자들이 공격 으로 입찰가를 제시

할 때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ao[33]는 구매경매에서 입찰자들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요 고려 요소로 구매 액, 즉 

거래규모를 강조하 다. 따라서 거래규모가 경매 

거래 성과 지표인 상  낙찰가에 미치는 향에 

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2: 거래규모가 클수록 상  낙찰가는 낮

아질 것이다.

3.3 데이터 수집

분석에서는 표 인 국내 인터넷 MRO 경매 사

이트에서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진행되

었던 실 경매 데이터를 상으로 한다. 연구목 으

로 제공 받은 데이터는 입찰번호, 입찰일, 계약방

식, 제품의 카테고리, 입찰가격, 입찰사명 등 기본

인 경매정보  입찰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제 분석을 실시하기 해 연구에 합한 데이

터를 다음과 같이 선별하 다. 계약방식에는 단가

계약과 일 계약이 있다. 단가계약의 경우 앞으로 

납품할 제품의 단가를 결정하는 계약으로 체 거

래 규모를 확인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 고 유

찰된 거래 역시 제외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

해 18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일 구매계약으

로 낙찰된 4,270회의 데이터를 1차 선별하 다. 각 

경매에 해 평균 3.76 개의 입찰이 있었으며, 평균 

낙찰가격은 6,784만원 이었다. 그러나 4,270회의 낙

찰된 거래 에 1개사만이 입찰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331개 거래의 경우 입찰평균가로 추정하는 

시장가격과 낙찰가격이 일치하여 경매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경매 거

래를 제외함으로써 최종 으로 3,939건의 거래에 

한 데이터로 압축하 다. 이 게 선택된 경매거

래의 평균 낙찰가는 6,062만원이었으며 평균 입찰

가는 6,552만원으로 낙찰가와 시장가격 추정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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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ks λ F 자유도1 자유도2 p value

경매빈도 0.86 31.0 1 184 0.00

사용하는 평균 입찰가에는 7.49% 정도의 차이가 존

재했다. 

최종 으로 선별된 데이터에 해 다음과 같은 

자료처리를 수행했다. 각 경매 거래의 평균입찰가

격을 구하고 이를 통해 각 거래의 상  낙찰가를 

구하 다. 경매 거래들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여 

각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경매 횟수, 낙찰가의 

평균값을 산출하 다. 거래 횟수는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경매빈도를 결정하기 한 

군집분석에 사용되며, 낙찰가의 평균값은 연구모형

의 독립변수 거래규모의 값을 결정하기 한 군집

분석에 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각 경매거래의 상

 낙찰가는 연구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4. 실증분석  결과

연구에 사용된 MRO 구매경매데이터에 포함된 

카테고리 수는 186개이고 체 경매빈도는 3,939회

이다. 평균 거래규모를 각 카테고리의 평균 낙찰 

가격으로 정의하 고, 체 카테고리의 평균 거래

규모는 약 6,062만원이다. 

경매빈도와 거래규모의 상  낙찰가 결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먼  각 카테고리를 

경매빈도와 거래규모 측면에서 군집분석을 이용하

여 분류하 고, 추가 으로 별분석을 통해 분류

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함을 증명하 다. 분류된 

집단간에 낙찰가격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t test를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두 기 으로 

분류된 각각의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ANOVA test를 수행하 다.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 IBM SPSS를 사용하 다.

4.1 군집분석

경매빈도와 거래규모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기 

해 군집분석 기법을 사용하 다. 군집 분석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으며 그  K-means clustering 

기법이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사

에 결정된 군집 수 K에 기 하여 체 데이터를 상

으로 유사한 K개의 군집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두 개로 나 어 집단간

에 경매 성과를 비교하기 해 K means clustering 

기법을 사용하여 집단을 분류하 다. K means 

clustering 기법을 용함에 있어 카테고리 별로 경

매빈도와 거래규모의 수 이 다르기 때문에 빈도

와 규모의 값에 상용로그를 취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경매빈도 측면에서 카테고리를 두 집단으로 나

기 해 k means clustering 기법으로 체 186개

의 카테고리를 다음 (표 1)와 같이 두 개의 집단으

로 분류하 다. 

(표 1) 경매빈도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경매빈도 카테고리 개수 평균 횟수

낮음 133 2.98

높음 53 73.06

각 집단간의 경매빈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보기 해 별분석을 수행하 고 그 결과는 (표 2)

와 같다. 별분석 결과 분류된 두 집단간의 경매

빈도의 평균의 차이는 신뢰구간 95% 범 에서 유

의한 것으로 별되었다. 

 

(표 2) 집단간 별분석결과-경매빈도

거래규모 측면에서 카테고리를 두 집단으로 나

기 해 역시 k means clustering 기법이 사용되었

고, 체 186개의 카테고리를 다음 (표 3)과 같이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 다. 

(표 3) 거래규모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거래규모 카테고리 개수 평균 규모

소규모 68 415 만원

대규모 118 17,794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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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간의 거래규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보기 해 별분석을 수행하 고 그 결과는 (표 4)

와 같다. 별분석 결과 분류된 두 집단간의 거래

규모의 평균의 차이는 신뢰구간 95% 범 에서 유

의한 것으로 별되었다. 

 

(표 4) 집단간 별분석결과-거래규모

Wilks λ F 자유도1 자유도2 p value

경매빈도 0.97 4.09 1 184 0.045

4.2 가설 검증 결과

군집분석의 결과에 따라 분류된 각 집단간에 상

인 낙찰가의 차이가 있는지를 t test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MRO구매의 특성상 같은 카테고리

에 있는 상품들도 오랜 기간 수집된 정보로서 시장 

상황에 따라 그리고 제품의 규격에 따라 가격이 달

라 인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낙찰가격이 아니라 상

 낙찰가를 이용하여 상 인 비교만 하고자 한

다. 상  낙찰가 값이 1에 가까우면 경매의 가격 

할인 효과가 은 것으로 단하고 그 값이 0에 가

까우면 경매에 의한 비용 감 효과가 큰 것으로 

단할 수 있다. 

4.2.1 거래빈도에 한 분석

경매빈도가 상  낙찰가에 주는 향을 살펴

보기 해서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각 집단간의 

상  낙찰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 각 

집단의 경매 건 별 상  낙찰가간의 차이를 독립

표본 t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 고 그 결과는 표 5

와 같다. Leven의 등분산 검증 결과 등분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분산이 아닐 경우에 한 t test 결과

를 사용하 다.

분석 결과 두 집단간의 상  낙찰가의 차이가 

신뢰구간 95% 범 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사후 분석 결과, 경매빈도가 은 카테고리의 

상  낙찰가가 경매빈도가 높은 카테고리의 값

보다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매빈도가 을 

때, 구매비용 감에 의한 경매 거래의 성과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5) 경매빈도에 한 t test 결과

경매
빈도

경매
건수

상대적
낙찰가

t 
value 자유도 p 

value

낮음 318 0.930
-2.365 369.54 0.019

높음 3621 0.945

4.2.2 거래규모에 한 분석

거매 규모가 상  낙찰가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기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두 집간에 상  

낙찰가에 한 독립표본 t test를 수행하 고 그 결

과는 (표 6)과 같다. Leven의 등분산 검증 결과 등

분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분산이 아닐 경우에 

한 t test 결과를 사용하 다.

(표 6) 거래규모에 한 t test 결과

거래
규모

경매
건수

상대적
낙찰가 t value 자유도 p value

소규모 725 0.933
-2.626 972.45 0.009

대규모 3214 0.946

분석 결과 두 집단간의 상  낙찰가의 차이가 

신뢰구간 95% 범 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하지만, 사후 분석 결과 가설과 달리, 거래규모

가 큰 경우, 경매에 의한 비용 감 효과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반복 으로 발생하는 인터

넷 구매경매에서 구매 거래에서 일반 인 통념으

로 여겨져 오던 거래규모에 의한 비용 감의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반 의 상이 발견되

었다. 이와 같은 상이 MRO 제품을 반복 으로 

구매하는 경매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요인은 다음 

두 가지 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MRO 제품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제품들

은 량생산되는 제품으로 가격에 규모의 경제에 

의한 가격 할인 효과가 이미 반 되어 있으므로 각

각의 경매 건에서 증가된 수량이 추가 인 가격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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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둘째, 입찰기업들이 확보한 물량의 차이가 향

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물량의 구

매는 많은 물량을 확보한 비교  큰 기업만 참여하

게 되고, 이를 인지한 입찰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의 제품 

공  능력을 자산규모, 매출규모 등 같은 값으로 

정량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나, 실제 

경매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한 본 연구에서는 정

보보호 등의 이유로 납품업체에 한 와 같은 정

보 확보가 어려운 한계 이 있었다. 나아가 거래규

모가 작을 경우, 험이 작으므로 입찰자들이 보다 

공격 으로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재의 데이터에 국한된 결론으로 이

를 반복 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구매경매에서 거

래규모에 의한 비용 감효과는 없다고 일반화하

기에는 다소 어려운 이 있으므로 추가 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4.2.3 ANOVA 분석

가설 검증에서 거래 빈도와 거래 규모에 의한 차

이를 보이기 해 각각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이 결과를 통해 각각의 요인이 어떤 향을 주

는지에 한 결과 해석은 가능하나, 거래 빈도와 

거래 규모  어떤 것이 상 으로 더 많은 향

을 주는 지에 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두 요인에 

한 상  향을 분석하기 해 두 개의 기 으

로 각각 나뉘어진 집단을 두 개의 기 을 동시에 

만족하는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간의 상

 낙찰가의 차이를 비교하 다. 4개 집단간의 

상  낙찰가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서 ANOVA 

분석을 수행하 다. 

(표 7)은 각 집단별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ANOVA test 결과 (표 8) p value가 0.000으로, 각 

집단의 상  낙찰가는 신뢰구간 95% 범 에서 

서로 다르다고 분석되었다. 

Duncan의 사후 검정결과 유의수  0.05하에서 

각 집단간 상  낙찰가의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

(표 7) 기술 통계량

경매
빈도

거래
규모

경매
건수

상대적
낙찰가

표준
편차

낮음
소규모 109 0.898 0.107

대규모 209 0.905 0.118

높음
소규모 616 0.924 0.144

대규모 3005 0.952 0.093

(표 8) ANOVA 분석 결과

분산요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value p value

주요인 0.983 3 0.328
29.934 0.000

잔차요인 43.085 3935 0.11

총분산 44.068 3938

(표 9) Duncan의 사후 검증

경매
빈도

거래
규모

집단1 집단2 집단3

낮음
소규모 0.898

대규모 0.905

높음
소규모 0.924

대규모 0.952

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은 세 개의 동일 집단 군

으로 (표 9)와 같이 나뉘어 진다. 

사후검증 결과 경매빈도 측면에서는 거래규모에 

상 없이 경매빈도가 낮은 경우에 경매빈도가 높

은 경우보다 경매의 비용 감 효과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거래규모 측면에서는 경매빈도가 

높을 경우에는 상 으로 경매 성과에 미치는 효

과가 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래규모가 소규

모일 경우에 더 큰 비용 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5. 결과 요약

분석 결과, 첫번째 가설과 같이 경매의 효과는 

구매 횟수가 을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경매참여자들은 거래의 기회가 희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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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반드시 경매를 이겨야 한다는 동기가 충분

히 있고,  같은 제품의 이  경매에 한 한 정보

가 상 으로 부족하므로 가능한 가장 낮은 액

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상 으로 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매경매가 일정 수  이상으로 반복 으로 발

생한다면 거래규모를 높임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 했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MRO 제품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MRO 제품들은 공 업체가 이미 많은 물량

을 보유하고 있거나 량 생산하고 있는 표 화된 

제품으로 이미 규모의 경제에 의한 가격 할인이 반

된 제품이다. 만약, 직  자재처럼 특화된 제품이

라면 제품의 수량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의한 

가격 감 효과가 크겠지만, MRO 제품의 경우, 이

미 량 생산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가 반 되어 

있으므로 거래규모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오히려 

거래규모가 을 때 보다 공격 인 입찰이 가능하

므로 상  낙찰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경매 운 자나 경매를 통해 규칙 으로 MRO

를 구매하는 구매부서의 경우 경매 효과를 높이기 

해 일부러 거래규모를 늘일 필요 없이 필요할 때 

마다 경매를 열어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매 

략이라고 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복 으로 발생하는 기업간 

MRO 구매경매에서 경매빈도와 거래규모가 경매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경매빈도와 거

래규모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기 하여 군집분석

을 사용하 고, 경매 거래 성과 지표로 평균 입찰

가를 이용한 상  낙찰가를 사용하 다. 분석 결

과 경매의 빈도가 낮을수록 상 으로 낮은 가격

으로 낙찰되었다. 그 이유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  경매에 한 지식이 없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매 기회가 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 최선의 입

찰가격으로 입찰에 응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거래규모가 클수록 상  낙찰가가 을 것으로 

가설을 세웠지만,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게 나왔고, 

오히려 반 의 상이 발견되었다. 분석 상 제품

인 MRO 제품은 표 화된 제품으로 이미 량 생

산되고 있는 품목이 부분이어서 제품 가격에 규

모의 경제에 의한 할인 효과가 반 된 제품들로 상

으로 거래규모에 한 비용 감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결과, 경매를 통해 유사 제품을 반복 으

로 구매하는 구매 행서비스업체의 경우 빈도 수

를 이는 것이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는 략이

고, 일정 수  이상으로 반복 으로 구매하는 제품

일 경우, 거래 규모에 의한 비용 감을 해 굳이 

거래규모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으로 단된다. 이 결과는 공동구매를 통해 거래 

규모를 증가시켜 비용 감을 추구하는 기존의 연

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론으로[30] MRO 제품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나의 구매 행서비스 업체

의 경매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일

반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 다른 구매 행

서비스 업체의 경매 데이터를 이용한 추가 인 분

석이 필요하다. , 경매빈도와 거래규모 이외에 낙

찰가에 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외부 요인들은 데

이터의 한계로 고려하지 못하 기 때문에 추후 다

른 향 요인들을 고려한 보다 종합 인 연구가 필

요하다. 특히 집단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여, 분석 기법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한계 에도 불구하고, 반복 으로 

발생하는 구매경매에서 경매인이 통제 가능한 경

매빈도와 거래규모가 경매 거래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첫번째 연구로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경매 성과에 향을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경

매 빈도와 거래 규모를 기존의 요인들과 같이 분석

한다면 보다 통합 으로 경매 성과에 미치는 요인

에 한 분석이 가능해 지고 나아가 이런 요인들을 

고려한 새로운 경매 에이 트 디자인에 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기업에서 

경매를 통해 구매를 하는 의사 결정자나 구매 아웃

소싱 업체에게 요한 략  시사 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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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거래 규모의 향 

보다는 경매 빈도의 향이 더 단되므로 MRO와 

같이 표 화 된 제품의 경우 공공 구매로 거래 규

모를 높이는 것 보다 구매가 필요한 시  마다 경

매를 하는 것이 략 으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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