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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서울의 많은 시내버스업체들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인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시내버스의 운행비용은 인건비의 상승과 더불어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운임수입은 연례적인 운임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하 

철노선망의 확장과 자가용승용차의 보유 및 이용 증가에 따른 승객수 감소로 인해 크게 증가하 

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의 많은 시내버스업체들은 일부 또는 완전 자본잠식상태 하에서 

버스를 운행해 왔다 1) 

이에 서울시는 시내버스운송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및 경 

영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우량업체로의 인수합병을 지원함으로써 버스업체의 대형화를 유도 

하는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η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의 효율성과 함께 서울의 시내버스운송업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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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의영 · 이우승(2αlO)， pp. 14-16. 
2) 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2002， pp.646-655)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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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hames et 떠. (1978) 과 Bank:er et 띠 (1984) 에 의해 개발된 자료포락분석기법 (data 

envelopment ana1ysis, DEA) 을 이 용하여 업 체별 효율성 점 수를 추정 하고， 이 러 한 효율성 점 수로부 

터 규모의 경제성 또는 효율성을 도출함으로써 서울 시내버스운송업의 잠재적인 효율성 개선 

정도와 업체의 적정규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의 경우 버스운송업의 효율성 

과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 기법을 이용한 선행연구로는 Cowie와 Asenova (1999) , 

Odeck과 와ka이 (2001) 등이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 기법을 야용해 버스운송업의 효율성 

과 규모의 경제성을 함께 분석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3) 

본 연구는 먼저 2장에서 자료포락분석기법의 이론적 전개를 통해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3장 

에서 자료와 추정방법을 설병한다. 4장에서는 자료포락분석기법에 의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성에 관한 추정결과를 제시한 뒤， 5장에서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시내버 

스업체의 효율성 개선 정도와 대형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에 관해 논한다. 

ll. 자료포락분석기법 

자료포략분석기법은 생산 또는 비용함수를 추정하지 않고 실제 업체별 자료에 대해 선형계 

획기법을 적용하여 구축되는 생산변경을 기준으로 각 업체의 상대적인 기술적 효율성 (technic외 

efficiency) 4)을 평가하는 비모수 (nonparametric) 접근법이다. 이 기법은 선험적으로 함수형태와 오 

차항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할 필요가 없고， 표본의 평균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업체들을 기 

준으로 업체별 효율성이 측정되며， 산출불과 투입물이 각각 다수일 경우에도 투입물의 가격에 

대한 정보 없이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다 5) 

자료포락분석기법은 효율적인 점을 원점과 대상업체간의 방사선상에 있는 생산변경점으로 

하여 대상업 체의 기 술적 효율성 을 측정 하는 방사적 측정 기 법 (rac뼈 m않surement technique) 과 방 

사선상을 벗어나 더 효율적인 점이 있으면 그 점을 기준으로 대상업체의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 

하는 비방사적 측정기법 (nonra이따 measurement techniqu리으로 나윈다. 6) 계산이 용이하다는 이점 

3) 교통분야에서 자료포락분석기법올 이용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서울 시내버스운송업의 효율성만을 분석 

한 오미영 · 김성수 · 김민정 (2002) 이 유일하다. 

4) 기술적 효율성이란 생산되는 산출물의 양과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물인 자원의 양 사이의 관계를 말한 

다. 즉 어떤 시내버스업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투입량으로 보다 많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없거나 현 

재의 산출량을 보다 적은 투입량으로 생산할 수 없다면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업체가 된다. 

5) 자료포락분석기법의 이러한 장점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Odeck과 Alka이 (2001) 및 Nolan 
et 삶. (2001) 등을 참조. 그리고，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한 약 700편의 실증 연구사례에 관한 개괄적 
인 설명에 대해서는 Seiford (1995) 참조. 반면 자료포락분석기법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갖고 있다. 즉， 
이 기법에 의해 추정되는 업체별 효율성 접수는 이상점 (out\iers) 과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s) 및 선정 
된 산출물과 투입물에 민감한 편이다. 이 기법의 단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Oumet 

어. (1999) 등을 참조. 
6) 방사적 측정기법과 비방사적 측정기법의 다른 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Ijton(1997)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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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방사적 측정기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르고자한다. 

한편 자료포락분석기법은 최적 규모이면서 효율적인 업체를 기준으로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 

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변수익규모기 법 (constant retums to sc떠.e， CRS) 과 가변수익 규모기 법 (variab1e 

retums to sca1e, VRS) 으로 나뀐다. CRS는 최적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수익불변 상태에 있는， 즉 

장기적으로 최적인 상태에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반면， VRS는 규모 

에 대한 수익 (retums to sc따e) 의 특성7)01 무엇인지에 관계없아 단기적드로 최적인 상태에 있는 

업체들을 기준으로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법이다.히 따라서 CRS를 이용해 추정되는 효 

율성 값에는 순 (pure)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 (sc떠ee떠ciency) 이 혼재하는 반면 VRS를 이용 

해 추정되는 값에는 순기술적 효율성만이 존재하므로， 이 두 기법을 이용해 추정되는 효율성 

값의 차이로부터 순규모 효율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때 두 기법에 의해 추정된 어떤 한 업체 

의 효율성 값이 같다면 순규모 효율성은 없으므로， 그 업체는 규모수익불변 상태에 있음을 의 

미 한다. 반면 효율성 값이 같지 않다면 순규모 효율성 이 존재하는， 즉 규모수익체증 (increasing 

retums to sca1e) 또는 규모수익체감 (deα'easing retums to sca1e)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료포락분석기법은 측정 기준에 따라 다음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투입기준 

또는 지향기법 (input orientation) 은 산출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효율적인 업체와 통일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절감해야 하는 투입요소량을 구하는 기법이다. 반면 산출기준 또는 지향기법 

(output orientation) 은 투입요소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효율적인 업체와 통일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증가시켜야 하는 산출량을 구하는 기법이다. 즉 투입기준기법은 산출량 수준을 고정시킨 

채 최대로 감축시킬 수 있는 투입요소량을 측정하며， 산출기준기법은 투입요소량 수준을 고정 

시킨 채 최대로 증가시킬 수 있는 산출량을 측정한다. CRS의 경우는 최적 규모를 가정하기 때 

문에 규모 효율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투입기준과 산출기준기법으로 측정한 기술적 효율성 값 

이 통일한 반면， VRS의 경우는 최적 규모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기법으로 측정한 기술적 

효율성 값이 동일하지 않다. VRS에 의한 투입기준의 효율성 점수가 산출기준의 효율성 점수보 

다 크다면 산출기준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모수익체증을 의미하며， 그 반 

대의 경우는 규모수익체감을 의미한다. 

Odeck과 외kadi(2001) 에서 제시된 〈그림 1>을 이용해 뒤에서 추정되는 다섯 가지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의사결정단위 (decision making unit) 인 기업 

은 단일 투입물 X를 사용하여 단일 산출물 Y를 생산하는 경우로 상정된다. 먼저 째S의 경우 

효율적인 생산변경 (efficient production frontier) 은 찍ABCD， 즉 투입량에 비례하여 산출량이 증가 

Dervaux et al. (1998) 을 참조. 

기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이준구 (1995， pp， 239-244) 를 참조. 

8) 따라서 CRS를 이용할 경우 VRS에 비해 효율적인 업체수가 적게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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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궤적이 되는 반면， CRS의 경우는 원점과 B를 연결한 직선， 즉 투입량에 비례하여 

산출량이 증가하는 궤적이 된다. <그림 1)에서 투입 량 XK를 사용하여 산출량 YK를 생산하는 기 

업 K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성은 두 생산변경을 이용해 식 (1) 과 같이 정의된다. 

Ej=X/XK, 투입기준의 기술적 효율성 (VRS) 

E2=YK꺼， 산출기준의 기술적 효율성 (VRS) 

E3=XIXK, 투입기준의 총 (gross) 규모 효율성 (CRS)9) 

E4=E:싱'Ej=짜IX" 투입기준의 순규모 효율성 

Ej=EýE2=Y dY M, 산출기준의 순규모 효율성 

SE느E샌J=(YJYj이(XjXK)， 규모의 경 제성 

(l떠 

(lb) 

(1c) 

(1이 

(1리 

(1t) 

점 K에 위치한 기업은 투입기준의 경우 동일한 산출량을 생산하는데 더 적은 투입량을 사용 

하는 다른 점 XJ와 짜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산출기준의 경우도 동일한 투입량을 

사용하여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하는 다른 점 YL과 1싸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식 

(1떠， (lb) 및 (1c) 에 의하면 비효율적인 점 K는 투입기준과 산출기준 모두 효율성 값이 1보다 

작다. 즉 1보다 작은 효율성 값은 비효율적임을 의미한다. 

업체별 규모수익 상태를 나타내는 순규모 효율성， 즉 E4 와 타는 식 (l이와 (le) 와 같이 CRS 

9) CRS의 경우는 투입기준과 산출기준기법을 이용해 추정되는 총규모 효율성 값이 같기 때문에 투입기준 

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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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투입 (또는 산출) 기준의 효율성 값을 VRS에 의한 투입 및 산출기준의 효율성 값으로 

각각 나누어줌으로써 산정된다. 순규모 효율성의 값이 1이면 분석대상 업체는 규모수익불변 상 

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 1보다 작으면 규모수익체증 또는 체감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규모의 경제성 ， SE는 식 (lt) 와 같이 VRS에 의한 투입기준의 효율성 값을 산출기준의 

효율성 값으로 나누어줌으로써 산정된다. 이 값이 1이면 순규모 효율성의 경우와 같이 분석대 

상 업체는 규모수익불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분석대상 업체는 

투입량의 절감가능성에 비해 산출량의 증가가능성이 더 크므로규모수악체증또는규모의 경 

제 (econoIIÙes of sc떠e) 상태에 있읍을 의미하는 반면， 1보다 크면 규모수익체감 또는 규모의 불 

경 제 (diseconoIIÙes of sca1e) 상태 에 있음을 의 미 한다. 

투입물과 산출물이 다수인 본 연구에서 E1과 E2는 Bankeret 때. (1984) 에서 제시된 VRS인 BCC 

모형을 이용해 추정되며 ， E3는 Charneset 외. (1978) 에서 제시된 CRS인 CCR모형을 이용해 추정된 

다. 투입 기준과 산출기 준의 승수형 태 (multiplier form) VRS 자료포락분석 기 법 은 식 (2) 와 (3) 의 

선형계획문제로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0) 

EI = Max zf = L， Yr싸 (2떠 
r=1 

m 

S.t. L, XUVil = 1 (2b) 

L， Yημrl- L， Xij에 +Wz ~O 찌
 
뼈
 쩌
 때
 

nU 

nU 

nU 

>->->“ 
J 

l 

u
‘ 

V
‘ 

ω
 

m 

E2 =Min zP = L, xüVu +wz (3떠 

S.t εYr.싸'1 =1 (3b) 
r=l 

m 

L， Yrjμrl- ε XijVü +WZ ~O 
r=1 ;=1 

(3c) 

(3d) μrl;:: 0 

10) 자료포락분석기법의 형태는 승수형태와 포락형태 (envelopment forrn) 가 있으며， 이들은 서로 쌍대적 선 

형계획 (du어 linear programs) 의 특성을 갖는다. 즉 계산 원리는 동일하나 식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투입기준 자료포락분석기법의 경우 승수형태는 극대화문제로 해가 계산되는 반면， 포락형태는 극소화 

문제로 해가 계산된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Nolan (1996)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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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j는 시내버스업체 ， j=1, "., 1, ... , 'n. 

r은 산출물1'=1 ， S. 

i는 투입물， i=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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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리 

(3t) 

따라서 Yr[은 l번째 업체의 r번째 산출물의 산출량， Xil은 l번째 업체의 I번째 투입물의 투입 

량， 그리고 μrl과 vil은 산출물 r과 투입물 i의 가상적인 승수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W[은 규모 

수익을 의미하는 가상적인 승수를 나타낸다. 반면 E3를 추정하는 데 이용되는 승수형태의 CRS 

자료포락분석기법은 식 (2) 와 (3) 에서 W[만이 제외된 선형계획문제가 된다. 

식 (2) 의 투입기준기법에서 식 (2b) 와 (2c) 의 두 제약조건은 효율성 점수(끽9 가 1인 업체가 

효율적이고， 1보다 작을수록 보다 비효율적임을 의미한다. 반면 식 (3) 의 산출기준기법에서 식 

(3b) 와 (3c) 의 두 제약조건은 효율성 점수(끽0) 가 1인 업체가 효율적이고， 1보다 클수록 보다 

비효율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투입기준기법의 결과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산출기준기법을 이용해 추정되는 업체별 효율성 점수는 역수 (I/zt) 를 취해 1과 0 사이의 값으 

로 변환하였다. 

ill. 자료와 추정방법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서울의 69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1996년의 횡단면 자료이다. 이 자 

료는 산동회계법인 (1997) 의 177H 업체， 한국산업관계연구원(1997) 의 18개 업체， 그리고 안건회 

계법인 (1998) 의 34개 업체에 대한 경영보고서를 이용해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공급관련지표인 운행거리를 선택하 

였다. 먼저 Oum과 Yu (1994) 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서울과 같이 운임과 노선 등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의 효율성을 측정할 때는 공급관련지표가 승객수 등의 수요관련지표보다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내버스운송업을 대상으로 비용함수의 추정을 통해 규모 

의 경제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공급관련지표를 보다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자료포락 

분석에 사용된 투입물은 노동， 즉 기사 및 행정직원， 유류， 차량， 정비직원이며， 산출물은 도 

시형버스와 좌석버스로 구분된다 11) 자료포락분석에 사용되는 투입물과 산출물 자료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식 (2) 와 (3) 을 업체마다 각각 구성하여 업체 수만름의 선형계획의 

11) 일반적으로 서울의 시내버스업체는 도시형， 좌석， 지역순환버스를 운행하나， 지역순환버스가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1.8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도시형버스에 포함시켰다. 



자료포락분석기볍 (DEA)을 이용한 서울 시내버스운송업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성 분석 107 

〈표 1> 자료포락분석에 사용되는 투입물과 산출물 자료의 특성 
투입물 산출물 

노동 차량 유류 정비 도시형 1) 좌석 계 

(인) (대) (천 O (인) 운행거리캔버스 km) 

최대값 633 243 12, 362 75 16, 574 18, 640 30,764 

최소값 125 48 1, 836 10 2, 636 534 4,454 

평균값 266 106 4, 141 31 6, 693 3, 430 10, 122 

표준편차 105 40 1, 783 14 2, 913 3, 006 4,443 

주:1) 도시형버스의 산출물에는 지역순환버스의 산출물이 포함됨. 

해를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해가 각 업체의 기술적 효율성 점수가 된다. 업체별 효율성 점 

수는 GAM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N. 추정결과 및 해석 

1. 효율성 

〈표 2)는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69개 업체의 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성 추정결과를 요약한 것 

이다. 첫째 ， Et. 즉 VRS에 의한 투입기준의 효율성 값은 업체의 규모에 1관계없이 단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업체와 같게 되기 위해 투입량을 절감해야 하는 정도를 제시한다， E1의 평균값 

은 0, 993, 그리고 가장 비효율적인 업체의 효율성도 0， 981로 추정되므로 표본에 포함된 모든 

업체는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분석대상 지역이 협소하 

여 거의 동질적인 환경 내에 있고，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또한 평균업체 l깅와 가 

장 비효율적인 업체의 효율성은 각각 98， 9%와 98，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업체와 가 

장 비효율적인 업체가 현재보다 투입량을 1 ， 1%와 1. 9%만큼 각각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전체 업체는 평균적으로 투입량을 0， 7%만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업체의 총운행거리 또는 규모가 작을수록 효율적인 업 

체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표본에 포함된 69개 

업체를 총운행거리를 기준으로 23개 업체씩 3등분한 후 업체의 규모별로 E1의 평균값을 구한 

결과 하위， 상위， 중위 순서로 높고， 그 값도 거의 같기 때문에 업체의 순기술적 효율성과 규 

모간에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기3) 

12) 평균업체란 투입물과 산출불의 표본 평균값을 갖는 가상의 업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평균업체를 상정 

한 이유는 평균값은 전체 업체의 효율성을 단순 평균한 값이므로 개별업체와 비교가 어려우나， 평균 

업체는 개별업체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3) Odeck과 외k뼈 (2001) 에서도 VRS를 이용해 추정된 효율성과 산출물(또는 업체)의 규모 간에는 상관관 

계가 대단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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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성 추정결과 

El E2 E3 E41) E
5

1) SE(규모의 경제성) 2) 

최대값 1 αm 1.αm Looo 1 α)() l α)() 1.011 

최소값 0981 0_982 0.981 0985 0989 0_984 

평균값 0.993 0_993 0.991 0.998 0998 I α)() 

표준펀차 0005 0005 0005 0_004 0_ 003 0005 

효율적 업체수 19 21 13 

CRS 업체수 54 37 233) 

평균업체 0989 0991 0989 1 α)() 0_ 998 l α)2 

주: 1) 분석대상업체의 규모수익 상태를 나타냄. 이 값이 l이면 분석대상업체는 규모수익불변 (CRS) 상태 

임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규모수익가변 상태임을 의미함. 

2) EjE1로 계산됨. 이 값이 I보다 작으면 규모의 경제 또는 규모수익체증을 의미하고， 1보다 크면 규 

모의 불경제 또는 규모수익체감을 의미함. 

3) 표본에 포함된 업체들 중 17개 업체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3M 업체는 약한 규모의 불경제가 존 

재하는 산출량 영역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됨. 

1.000 

0.995 

0.990 

0.985 

0.980 

o 

효율성접수 

(VRS). 

10000 20000 

전브j속=km..-

30000 40000 

〈그림 2) 업체의 총운행거리와 효율성 (E1) 사이의 관계 

〈표 3) 업 체의 규모별 효율성 (E1) 특성 

상위 중위 

최대값 1 αm l α)() 

최소값 0_986 0984 

평균값 0993 0_991 

표준편차 0.005 0005 

효율적 업체수 5 4 

하위 

1 αm 

0981 

0995 

0.0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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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E2' 즉 VRS에 의한 산출기준의 효율성 값은 어떤 업체가 단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업체와 같게 되기 위해 산출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정도를 제시한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평균업체와 가장 비효율적인 업체의 효율성은 각각 99.1%와 9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업체와 가장 비효율적인 업체가 현재보다 산출량을 각각 0.9%14) 와 1.8%만큼 증가시 

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전체 업체는 평균적으로 산출량을 0.7%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셋째 ， E3 , 즉 CRS에 의한 투업기준의 효율성 값은 어떤 업체가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최적 규모의 업체와 같게 되기 위해 투입량을 절감해야 하는 정도를 제시한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평균업체와 가장 비효율적인 업체의 효율성 값은 EI과 같지만， 평균값은 EI보 

다 약간 낮으며 효율적인 업체수도 EI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I의 경우 순기술적 효 

율성만이 측정되는 반면， 될의 경우에는 규모 효율성도 측정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업체의 규 

모가 최적이 아닐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E3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비효 

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E4와 Es , 즉 투업기준과 산출기준의 순규모 효율성은 어떤 업체가 규모수익불변 

상태에 있는 지 또는 규모수익가변(체증 및 체감) 상태에 있는 지를 제시한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평균업체와 가장 비효율적인 업체 모두 E4와 E5의 값이 1 또는 거의 1과 같으 

므로 규모수익불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업체도 평균적으로 규모수익불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규모의 경제성과 최소효율규모 

〈그림 3)은 업체별 SE , 즉 규모의 경제성을 업체의 산출량 규모를 나타내는 총운행거리에 

대하여 산포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소규모 업체들의 대부분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출량 영역에서 운송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업체들의 대부분 

은 약한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운송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업 체의 총운행거 리 기준으로 최소효율규모 (mi따num efficient sc빼e) 를 구하기 위해 〈그 

림 3)의 산포도에 여러 함수형태의 회귀선을 적합시킨 결과 수정결정계수 ( R2) 와 계수추정치의 

유의도가 높은 식 (4) 의 3차다항식이 채택되었다. 식 (껴를 이용해 y값이 1이 되는 x의 값을 

구한 결과 시내버스업체의 최소효율규모는 8, 642 천버스-km로 추정되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값보다 적은 총운행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약한 규모의 경제 또 

는 규모수익불변 상태에 있는 반면， 이 값보다 큰 총운행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규 

모수익불변이거나 대단히 약한 규모의 불경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이러한 결과로 

l씨 어떤 업체가 가장 효율적인 업체와 같게 되기 위해 산출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정도는 (l/Ez- l) * 100 
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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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내버스업체의 규모의 경제성 

부터 장기평균비용곡선 16)의 형태를 유추해 보면 최소효율규모까지는 하강하다가 이후부터는 

대단히 완만하게 상승하는 L자에 가까운 형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y = 0.975 + 4.528 x 10-6 x - 2.088 X 10-10 X 2 + 2.997 X 10-15 x 3 , R 2 = 0.624 

(0.004) (1.083x 1O-6 ) (7.673x 1O-11 ) (1.549x 1O-15 ) (4) 

여기서 x와 y는 각각 업체의 총운행거리(천버스-km) 와 규모의 경제성 값을 나타내며， ( )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다. 

다음으로 시내버스업체의 차량보유대수 기준으로 최소효율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업체별 차량보유대수를 총운행거리에 대하여 산포도를 그런 후， 여기에 회귀직선을 적합 

시켜 식 (5) 를 구하였다. 

y = 0.008x + 20.865, R2 = 0.855 

(20.010) (4.491) (5) 

여기서 x와 y는 업체의 총운행거리 (천버스-km) 와 보유차량대수를 각각 나타내며， ( ) 안의 

값은 t통계량이다. 

15) 본 연구와 같이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해 버스운송업의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한 Cowie와 
Asenova (1999) 및 Odeck과 A1ka이 (2001)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비용함수 추정을 통 

해 버스운송엽의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한 김성수 · 김민정 (2001) 및 Jorgensen et 떠. (1997) 에서도 이와 같 

은 결과가도출되었다. 

16)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해 구한 결과로부터 장기평균비용콕선을 직접척으로 도출할 수는 없지만， 효 
율성과 평균비용은 반비례한다는 사실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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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총운행거리와 보유차량대수 사이의 상관관계 

식 (5) 에 앞에서 도출된 8, 642 천버스-km를 대입한 결과 서울 시내버스업체의 최소효율규모 

는 94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김성수 • 김민정 (2001)에서 최소효율규모로 제시된 223-

371대와 비교하여 작은 수치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유추되는 장 

기평균비용독선이 94대를 변콕점으로 하는 L.A} 형태의 곡선이기 때문에 94대와 223-371대에서 

의 장기평균비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1996년의 서울의 시내버스업체별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포락분석기법으로 업체별 

효율성을 계산한 다음， 규모의 경제성과 최소효율규모를 도출하였다. 이 때 시내버스업체를 노 

동， 차량， 유류 및 정비의 네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도시형버스-km와 좌석버스 뼈를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하였다. 

VRS와 CRS에 의한 투입 및 산출기준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순기술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서울의 시내버스업체는 평균적으로 투입물을 0.7% 정도 절감할 수 있었거나 산출물 

을 0.7% 정도 더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술적 효율성은 시내버스업체 

의 규모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시내버스업체가 최적 규모를 달성 

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투입물을 0.9% 정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버스업체의 최소효율규모는 94대이며， 94대보다 큰 규모에서는 대단히 약한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서비스 공급면에서 서울의 시내 

버스업체는 상당히 효율적이며， 이는 민간기업의 운행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공영제보다는 

현재의 민간운영체제가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최소효율규모인 9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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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는 장기평균비용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버스업체의 대형화 정책 

은 최소한 생산비용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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