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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배전계통의 운영 효율성 분석은 의사결정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배전계통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또한 분석방법은 모수적 

방법(parametric method)과 비모수적방법(non-parametric 

method)으로도 구분되기도 한다.  

Corrected Ordinary Least Squares(COLS)와 Stochastic 

Frontier Analysis(SFA)가 모수적 방법인 반면에,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은 비모수적 

방법이다. 또한 COLS, DEA, PCA는 결정론적 방법인 반면 SFA는 

확률론적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포락분석과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배전계통의 운영 효율성을 각 행정구역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 두 가지 분석방법을 3가지 입력변수(직원 수, 배전용 

선로길이, 배전용 변압기 용량)와 2가지 산출변수(고객호수, 

판매전력량)를 사용하여 각각 DEA와 PCA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DEA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행정구역들을 식별하고 비효율성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개선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PCA의 경우 이러한 DEA의 결과가 올바르게 도출된 

결과인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며, DEA의 결과 도출된 행정구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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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순위와 PCA결과 도출된 행정구역별 효율성 순위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DEA와 PCA를 동시에 적용하고 결과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두 

접근방법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높은 인구밀도와 좁은 면적을 갖고있는 도시지역과, 적은 

인구밀도와 넓은 면적을 갖고있는 농촌지역을 같은 범주내에서 

운영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기에, 우리나라 

배전계통 운영효율성 분석시 행정구역이 우리나라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1.5% 이하일 경우와 1.5% 초과일 경우 

두가지로 구분하여 배전계통의 운영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입력변수와 출력변수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국내 상황을 반영한 점이다. 

본 연구방법은 향후 배전계통 뿐 아니라 발전, 송전계통의 

효율성 비교 분석에 대해 적용가능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자료포락분석, 주성분분석, 운영 효율성 분석, 배전계통 

학   번 : 2015-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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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배전계통의 운영 효율성 분석은 의사결정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배전계통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또한 분석방법은 모수적 

방법(parametric method)과 비모수적방법(non-parametric 

method)으로도 구분되기도 한다. 모수적 방법에서는 비용함수 또는 

생산함수가 추정되는 반면 비모수적 방법은 그럴 필요가 없다. 

Corrected Ordinary Least Squares(COLS)와 Stochastic Frontier 

Analysis(SFA)가 모수적 방법인 반면에,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은 비모수적 방법이다. 또한 COLS, DEA, PCA는 

결정론적 방법인 반면 SFA는 확률론적 방법이다.  

DEA를 활용한 배전계통의 효율성 분석은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Førsund and Kittelsen[1]은 Norwegian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에 DEA 방법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Resende[2]는 투입지향모델을 사용한 DEA 방법을 

적용하여 브라질 배전업체들의 효율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Estache, Rossi and Ruzzier[3]는 DEA와 계량경제모델을 사용하여 

남미 배전회사들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PCA방법은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s; DMU)들을 

평가하여 순위를 메기기 위한 방법으로 산업, 대학, 병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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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Zhu[4]와 

Premachandra[5]는 DEA방법의 대안으로서 PCA를 사용하였고, 이 

연구들은 DEA와 PCA 방법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및 개요 
 

본 논문에서는 DEA와 PCA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배전계통의 효율성을 비교분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을 

찾아낼 것이다. 또한 각 행정구역별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점도 

도출할 것이다. 

제 2장에서는 DEA와 PCA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효율성 분석의 

배경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입력변수와 산출변수를 

정하고 논문에서 사용된 효율성 분석방법을 소개하며, 시뮬레이션 

구성에 대한 소개를 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결과 도출된 데이터들을 통해 각 

행정구역별 배전계통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제 5장에서는 상기 논의사항들을 정리하며, 논문의 결론을 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Appendix A. 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행정구역별 배전부문의 운영효율성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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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 경 이 론 
 

 

제 1 절 자료포락분석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sysis; DEA)은 

복수투입물과 복수산출물을 가진 DMU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각 DMU의 가중된 투입물의 합과 가중된 

산출물의 합의 비율을 평가하여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DEA는 선형계획 모형을 각 DMU의 투입, 산출에 적용하여 

최적의 DMU를 선별해 내고, 이러한 최선의 의사결정단위들로부터 

효율적 프론티어(Frontier)를 도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개별 

의사결정단위들이 효율적 프론티어로 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계산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2.1.1 CRS모형과 VRS모형 

이러한 DEA 모형은 Farrell[6]의 효율성을 기초로 Charnes, 

Cooper and Rhodes[7]에 의해 제시된 투입지향 불변규모수익 

(Constant Return to Scale, CRS)을 가정한 CCR(Charnes, Cooper, 

Rhodes)모형이 최초로 제시되었고, 이후 가변규모수익(Variable 

Return to Scale; VRS)을 가정한 BCC(Banker, Charnes, 

Cooper)모형이 제시되었다.[8] 

우선 불변규모수익(CRS, 또는 CCR 이라고도 함)를 설명하면 

의사결정단위 k의 투입지향적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효율변경에 가까운 직선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의사결정단위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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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 직선이다. 따라서 효율변경에 가장 

근접한 직선을 구하는 문제는 다음 식에 의해 정의된다. 

 

                      𝒆𝒌 =
∑ 𝒖𝒓

𝒔
𝒓=𝟏 𝒚𝒓𝒌

∑ 𝒗𝒊
𝒎
𝒊=𝟏 𝒙𝒊𝒌

                   (2-1) 

 

여기서 𝑒𝑘는 의사결정단위 k의 효율성을, 𝑦𝑟𝑘는 의사결정단위 

k에 의해 생산된 산출요소 r의 양을, 𝑥𝑖𝑘 는 의사결정단위 k가 

사용한  투입요소 i의 양을, 𝑢𝑟은 산출요소 r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𝑣𝑖 는 투입요소 i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s는 산출요소의 수를, 

그리고 m은 투입요소의 수를 각각 의미한다.  

상기 식과 같은 식은 추가적인 제약조건이 붙지 않으면 해를 

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각 의사결정단위에 대하여 하나씩의 

기술적 제약조건을 추가하여 모든 의사결정단위의 가상적 

투입요소에 대한 가상적 산출요소의 비율이 1이하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투입요소의 가중합에 대한 산출요소의 

가중합으로 효율성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분수선형계획의 식이 

된다. 

                     𝑴𝒂𝒙  𝒆𝒌 =
∑ 𝒖𝒓

𝒔
𝒓=𝟏 𝒚𝒓𝒌

∑ 𝒗𝒊
𝒎
𝒊=𝟏 𝒙𝒊𝒌

              (2-2) 

 

 Subject to  

∑ 𝑢𝑟
𝑠
𝑟=1 𝑦𝑟𝑗

∑ 𝑣𝑖
𝑚
𝑖=1 𝑥𝑖𝑗

≤ 1 (j = 1,2, ⋯ , n) 

       0 ≤ 𝑢𝑟 (𝑟 = 1, 2, ⋯ , 𝑠),  

           0 ≤ 𝑣𝑖  (𝑖 = 1, 2, ⋯ , 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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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을 선형계획법 문제로 변형하면 다음과 같다. 

 

Max 𝑒0 = ∑ 𝑢𝑟
𝑠
𝑟=1 𝑦𝑟0             (2-3) 

 

Subject to   

− ∑ 𝑣𝑖

𝑚

𝑖=1

𝑥𝑖𝑗  + ∑ 𝑢𝑟

𝑠

𝑟=1

𝑦𝑟𝑗 ≤ 0 (j = 1,2, ⋯ , n) 

∑ 𝑣𝑖

𝑚

𝑖=1

𝑥𝑖0 = 1 

0 ≤ 𝑢𝑟 ( 𝑟 = 1, 2, ⋯ , 𝑠), 

 0 ≤ 𝑣𝑖   (𝑖 = 1, 2, ⋯ , 𝑚) 

 

CRS모형은 언급되었다시피 규모수익불변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운영규모는 의사결정단위의 효율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상이한 규모의 단위들을 

CRS모형을 통해 비교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는 

것이다. 자료포락분석의 초기 연구부터 CRS모형의 대안으로 

여러가지 모델이 개발되어왔는데, VRS모형은 운영규모에 기인한 

비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CRS모형을 확장하였으며 이를 

가변규모수익(VRS, 또는 BCC 라고도 함)모형이라고도 부른다. 

CRS모형과 비교해서 VRS모형은 CRS의 선형계획 문제에 

볼록성(convexity)의 제약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가변규모수익 VRS 

모형으로 변환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로 인해 CRS모형은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배분적 효율성)의 합인 총체적인 기술적 

효율성(overall technical efficiency, TE)을 나타내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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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S모형은 순수한 기술적 효율성(pure technical efficiency, 

PTE)을 나타내게 된다. 

 

Max  𝑒0 = ∑ 𝑢𝑟
𝑠
𝑟=1 𝑦𝑟0 − 𝑢0            (2-4) 

 

Subject to     

 − ∑ 𝑣𝑖

𝑚

𝑖=1

𝑥𝑖𝑗 + ∑ 𝑢𝑟

𝑠

𝑟=1

𝑦𝑟𝑗 − 𝑢0 ≤ 0 (j = 1,2, ⋯ , n) 

∑ 𝑣𝑖

𝑚

𝑖=1

𝑥𝑖0 = 1 

0 ≤ 𝑢𝑟 ( 𝑟 = 1, 2, ⋯ , 𝑠), 

 0 ≤ 𝑣𝑖   (𝑖 = 1, 2, ⋯ , 𝑚) 

 

CRS모형과 VRS모형은 그림1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하나의 

투입과 산출의 모형을 가정할 때 CRS에서 효율성은 점선으로 

우상향하는 직선프런티어이다. 곧 CRS모형에서는 의사단위 A, B, C 

중 B만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나, A에서 C로 꺾여나가는 

VRS모형에서는 A, B, C 모두가 효율적인 것이다.[9]  

 

그림 1 CRS 모형과 VRS 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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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투입지향 모형과 산출지향 모형 

또한 이 DEA 모형들은 투입요소에 초점을 두는가, 또는 

산출요소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각각 투입지향(input oriented)과 

산출지향(output oriented)으로 구별된다. 투입지향적이란 것은 

동일한 산출을 가정하고 투입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출지향적이란 것은 동일한 투입을 가정하고 산출이 최대화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배전계통에서는 

투입지향모형 사용이 적절한 것으로 학계에서 바라보고 있다.[10]  

 

2.1.3 AP 모형 

더 나아가 DEA모형에는 CRS모형과 VRS모형 외에도 이를 변형한 

모형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순위화를 꾀할수 있는 

모형이 있는데 AP(Andersen Petersen)모형이라 한다. 이 방법론은 

CRS모형과 유사한데, 차이가 나는 점은 효율적으로 판명된 DMU를 

대상으로만 서로간의 효율성을 다시금 평가해서 순위를 내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나타난 효율성의 점수는 1이 넘게 

되는 결과가 도출되게 되는데, 이를 초효율성(super-

efficiency)이라고 한다. 하지만 준거집단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기관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며 순위화만을 꾀할 수 있게 된다.[11]  

 

이는 다음의 식으로 설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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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𝑒𝑘 = ∑ 𝑢𝑟
𝑠
𝑟=1 𝑦𝑟0             (2-5) 

          

Subject to  

− ∑ 𝑣𝑖

𝑚

𝑖=1

𝑥𝑖𝑗 + ∑ 𝑢𝑟

𝑠

𝑟=1

𝑦𝑟𝑗 ≤ 0 

(j = 1,2, ⋯ , n, j ≠ k) 

 

∑ 𝑣𝑖

𝑚

𝑖=1

𝑥𝑖𝑘 = 1 

0 ≤ 𝑢𝑟 ( 𝑟 = 1, 2, ⋯ , 𝑠), 

 0 ≤ 𝑣𝑖   (𝑖 = 1, 2, ⋯ , 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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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최초 변수들의 

선형화된 결합으로 표시되는 새로운 주성분을 추출하여 자료의 

요약과 용이한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은 

분석결과 자체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이라기 보다는 그 

이후의 분석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여 주는 단계이다. 또한 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구조를 좀 더 간편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 [12] 

 

2.2.1 주성분 분석의 기본원리 

다변량으로 구성되는 데이터로부터 소수의 특징적인 변량을 

합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주성분 분석이다. 

어떠한 개념으로 특징적인 변량을 합성한 것인지, 알기쉬운 

비유로서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서 있는 세 나무를 관찰해보도록 

한다. 이 나무들을 남쪽방향, 서쪽방향 그리고 북동쪽 방향에서 

바라보기로 한다. 남쪽이나 서쪽에서 본 그림에서는 나무가 

겹쳐있어 전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동쪽에서 보면 세 

그루의 나무 전체가 잘 보인다. 이와 같이 보는 입장을 바꿈으로써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를 바라볼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는 입장을 바꿈으로써 데이터 전체를 확실히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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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성분 분석의 기본원리 

 

2.2.2 주성분 분석의 계산 

주성분 분석은 수집한 다변량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수법이다. 표1과 같이 변수의 수가 

p개( 𝑥1,  𝑥2, ⋯ , 𝑥𝑝 ), 관측대상의 수가 n개인 다변량 데이터가 

있다고 할 경우 이 데이터를 원래의 변수 p개 보다 적은 m개의 

새로운 변수 𝑧1, 𝑧2, ⋯ , 𝑧𝑚 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성분 분석의 

목적이다. 새로운 변수 𝑧1, 𝑧2, ⋯ , 𝑧𝑚 은 원래의 변수 𝑥1,  𝑥2, ⋯, 𝑥𝑝 

를 결합한 변수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𝑧1 = 𝑎11𝑥1 + 𝑎12𝑥2 + ⋯ +𝑎1𝑝𝑥𝑝          (2-6) 

𝑧2 = 𝑎21𝑥1 + 𝑎22𝑥2 + ⋯ +𝑎2𝑝𝑥𝑝 

⋮ 

𝑧𝑚 = 𝑎𝑚1𝑥1 + 𝑎𝑚2𝑥2 + ⋯ +𝑎𝑚𝑝𝑥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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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변량 데이터 

관측대상 𝑥1 𝑥2 ⋯ 𝑥𝑝 

1 

2 

. 

. 

. 

n 

    

 

 여기에서 새로운 변수 (𝑧1, 𝑧2, ⋯ , 𝑧𝑚)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𝑧1 은 𝑥1 에서 𝑥𝑝 까지의 정보가 최대한 집약되도록 

한다.(하지만 p개의 변수가 갖고 있는 정보를 하나의 변수 

𝑧1에 집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보의 손실이 생긴다.) 

2) 𝑧2는 𝑥1,  𝑥2, ⋯, 𝑥𝑝의 정보가 𝑧1 다음으로 가능한 한 많이 

집약되도록 하며, 𝑧1과는 독립이 되도록 한다. 

3) 𝑧3는 𝑥1,  𝑥2, ⋯, 𝑥𝑝의 정보가 𝑧2 다음으로 가능한 한 많이 

집약되도록 하며, 𝑧1,  𝑧2와는 독립이 되도록 한다. 

4) 이하 𝑧4에서 𝑧𝑚까지 위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이와 같은 성질을 충족시키도록 𝑎11, 𝑎12, ⋯ , 𝑎𝑚𝑝를 산출하고자 

하는 것이 주성분 분석의 계산이다. 

 

앞서 언급한 1) 항목은 𝑧1의 분산이 최대하 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𝑎11, 𝑎12, ⋯ , 𝑎1𝑝를 

한없이 크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𝑧1 이 정해지지 않아 

다음의 식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 

 

       𝑎11
2 + 𝑎12

2 + ⋯ + 𝑎1𝑝
2 = 1             (2-7) 

 

2) 항목 역시 𝑧1과는 독립이고 또한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며, 이 경우도 다음의 식과 같은 조건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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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는다. 

𝑎21
2 + 𝑎22

2 + ⋯ + 𝑎2𝑝
2 = 1            (2-8) 

 

3) 항목과 4)항목도 마찬가지로 고려하면 된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𝑎11, 𝑎12, ⋯ , 𝑎𝑚𝑝를 구하는 것은 𝑥1,  𝑥2,

⋯,  𝑥𝑝 의 분산공분산행렬의 고유값(eigenvalue)과 고유벡터 

(eigenvector)를 계산하는 것에 귀착하고, 𝑎11, 𝑎12, ⋯ , 𝑎𝑚𝑝가 바로 

고유벡터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변수 𝑧1, 𝑧2, ⋯ , 𝑧𝑚의 식이 구해지면 그 식에 𝑥1,  𝑥2, ⋯, 

𝑥𝑝의 구체적인 수치를 대입함으로써 관측대상마다 새로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며, 이 수치를 주성분점수(스코어)라고 부르고 

있다. [13] 

 

표 2 주성분 점수 

관측대상 𝑧1 𝑧2 ⋯ 𝑧𝑚 

1 

2 

. 

. 

. 

. 

n 

    

  

 

주성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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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뮬레이션의 구성 
 

 

제 1 절 변수설정 
 

어떠한 변수를 사용할 것인가에 있어서 배전계통의 효율성 

분석에 관해 진행되어온 연구들을 참조하여 입력변수와 산출변수를 

설정하였다. 기존에 진행되어온 배전계통 효율성 분석 관련하여 

참고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 3 배전계통 효율성 분석관련 연구동향 

저자 입력변수 산출변수 방법 

Bagdadi

oglu, 

Price 

and 

Weyman-

Jones 

[14] 

- Labor 

- Transformer cap 

- Network size 

- General expenses 

- Network losses 

- No. of customers 

- Units supplied  

- Max demand 

- Service area 

- DEA 

Zhang 

and 

Bartels 

[15] 

- No. of employees 

- Total km of 

distribution 

lines 

- Total transformer 

cap 

- Total no. of  

customers served 

- DEA 

- Monte Carlo  

simulation 

Nodir 

[16] 

- No. of employees 

- Transformer 

capacity 

- Circuit km 

- Total units of 

electricity 

delivered(MWh) 

- No. of customers 

- DEA 

Azadeh, 

Ghaderi 

and 

Omrani 

[17] 

- Transformer 

capacity 

- Network length 

- No. of employees 

- Units delivery 

- Service area 

- DEA 

-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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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외에도 20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한 배전계통 

효율성 분석 시 자주 사용되는 입력변수와 산출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8] 

 

표 4 배전계통 효율성 분석 시 자주 사용되는 입력변수와 

산출변수 

입력변수 산출변수 

- Units Sold[MWh] 

- Circuit length (C-km) 

- Transformer Capacity [MVA] 

- Service area [㎢] 

- Maximum demand [MW] 

- Losses [MWh] 

- Labor inputs [Persons] 

- Units Sold[MWh] 

- No. of customers 

[Households] 

- Transformer Capacity [MVA] 

- No. of transformers 

[units] 

- Service area [㎢] 

- Maximum demand [MW] 

- Power sold to other 

utilities [MW]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입력변수와 

산출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2 

그림 3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입력변수와 산출변수 

 
 

 

 

제 2 절 효율성 분석방법 설정 
 

설정된 변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DEA와 PCA방법을 

사용하여 행정구역별 배전계통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DEA방법의 

경우 대다수의 배전계통 효율성 분석 시 사용되는 투입지향적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산출변수인 판매전력량과 고객호수를 

일정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입력변수인 직원수와 배전선로의 길이 

그리고 배전용 변압기 용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입지향적 모델을 

바탕으로 CRS와 VRS 결과를 도출한다. 하지만 CRS와 VRS의 결과 

도출된 각 행정구역별 배전계통 효율성은 프론티어(1의 효율성을 

보이는 DMU)들의 경우 같은 효율성을 보이기 때문에 순위를 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효율적인 프론티어를 대상으로만 서로간의 

효율성을 다시금 평가해서 순위를 내는 AP모형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며 그 결과 각 행정구역별 배전계통 효율성 순위가 구해지게 

된다.  

또한 DEA 실행과 함께 PCA 시뮬레이션도 시행을 하는데, PCA의 

경우 산출변수/입력변수 형태의 새로운 관측변량을 생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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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표준화 시켜 PCA를 실행하였다. PCA실행 결과 6개의 

주성분의 고유값과 성분점수 계수행렬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각 행정구역별 제1주성분점수부터 제6주성분 

점수까지가 생성되게 된다. 이를 각 주성분이 보유한 정보량에 

따라 정보량의 비율과 곱하여 최종적으로 각 행정구역별 

주성분점수를 얻어 순위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DEA결과와 PCA결과 얻어진 각 행정구역별 효율성 

순위를 비교분석한다. 

그림 4 시뮬레이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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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 뮬 레 이 션 
 

제 1 절 시뮬레이션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입력변수와 산출변수 데이터를 아래의 표와 

같이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본 장은 2014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Appendix 1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표 5 입력변수, 산출변수 

행

정

구

역 

입력변수 산출변수 

직원수 

(명)[19] 

선로길이 

(c-km) 

[20] 

변압기 

용량(MVA)[20] 

고객호수 

(호)[20] 

판매전력량 

(MWh)[20] 

A 1,771 14,103 12,365 3,441,223 45,018,863 

B 888 7,866 5,004 1,252,737 19,980,898 

C 774 7,404 3,699 870,345 14,858,787 

D 711 10,309 4,291 936,198 22,578,048 

E 571 5,708 2,279 516,639 8,197,277 

F 695 5,405 2,137 522,331 9,102,524 

G 277 5,453 1,915 427,835 30,115,123 

H 2,871 74,201 22,961 3,998,459 102,180,707 

I 1,094 34,226 6,914 950,946 15,778,144 

J 927 29,030 5,292 964,440 22,179,262 

K 875 49,436 7,696 1,243,023 47,294,961 

L 977 40,180 6,277 1,109,077 22,297,413 

M 1,098 59,091 6,719 1,308,664 31,722,943 

N 1,347 62,416 8,916 1,826,845 46,01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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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381 41,036 9,253 1,744,017 33,435,157 

P 391 8,776 1,664 339,072 4,220,090 

Q 46 2,692 427 80,165 2,437,031 

 

 

제 2 절 DEA 결과 
 

DEA는 표5의 입력변수와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DEA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으며, 아래의 표는 DEA를 투입지향적 모델을 

사용하여 CRS와 VRS 를 적용한 결과이다. 

 

표 6 CRS와 VRS를 적용한 DEA 시뮬레이션 결과물 

행정구역 
DEA result 

CRS Efficiency VRS Efficiency 

A 1.0000 1.0000 

B 0.9106 0.9235 

C 0.8599 0.8813 

D 0.8210 0.8316 

E 0.8243 0.8687 

F 0.8946 0.9401 

G 1.0000 1.0000 

H 0.7570 1.0000 

I 0.5016 0.5127 

J 0.6827 0.6917 

K 0.8133 1.0000 

L 0.6540 0.6621 

M 0.7333 0.7352 

N 0.7744 0.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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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6949 0.6965 

P 0.7322 0.8093 

Q 0.9668 1.0000 

평균 0.8012 0.8513 

 

행정구역 A와 G의 경우 CRS와 VRS 두 결과에서 효율성이 1인 

프론티어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며, H, K, Q의 경우 VRS에서만 

효율성이 1이며 CRS의 경우 1 미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위의 결과에서도 VRS에서 효율적인 

값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효율성 분포별로 해당되는 행정구역의 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 DEA 효율성 분포 

효율성(θ) 분포 

CRS VRS 

행정구역 

수(개) 

비율 

(%) 

행정구역 

수(개) 

비율 

(%) 

θ = 1 2 개 11.76% 5개 29.41% 

0.8 ≤ θ < 1 7개 41.18% 7개 41.18% 

0.6 ≤ θ < 0.8 7개 41.18% 4개 23.53% 

0.4 ≤ θ < 0.6 1개 5.88% 1개 5.88% 

0.2 ≤ θ < 0.4 0개 0% 0개 0% 

0 ≤ θ < 0.2 0개 0% 0개 0% 

Total 17개 100% 17개 100% 

 

또한 CRS와 VRS의 결과로서 각각의 행정구역별로 효율적인 

입력변수 목표치가 다음의 표와 같이 설정되었다. 이 데이터를 

입력변수를 놓고 DEA를 실행하면 모든 행정구역의 효율성이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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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Efficient Input Target (CRS, VRS) 

행

정

구

역 

CRS_Efficient Input Target VRS_Efficient Input Target 

직원수 

(명) 

선로길이 

(c-km) 

변압기 

용량(MVA) 

직원수 

(명) 

선로길이 

(c-km) 

변압기 

용량(MVA) 

A 1,771 14,103 12,365 1,771 14,103 12,365 

B 653 5,676 4,557 654 6,856 4,621 

C 456 4,091 3,181 457 5,538 3,260 

D 506 5,396 3,523 506 6,230 3,569 

E 269 2,334 1,879 271 4,190 1,980 

F 274 2,483 1,912 275 4,265 2,009 

G 277 5,453 1,915 277 5,453 1,915 

H 2,173 23,912 15,136 2,871 74,201 22,961 

I 497 4,401 3,468 498 5,805 3,545 

J 519 5,395 3,613 519 6,274 3,661 

K 712 9,777 4,945 875 49,436 7,696 

L 589 5,720 4,105 589 6,649 4,156 

M 707 7,567 4,927 707 7,795 4,940 

N 991 10,824 6,905 1,107 19,127 8,197 

O 922 8,750 6,430 922 9,015 6,445 

P 175 1,390 1,218 179 3,571 1,347 

Q 44 538 309 46 2,692 427 

 

CRS와 VRS의 결과 효율성이 1로 도출된 행정구역 A와 G의 경우 

세가지 입력변수 모두 기존의 입력변수와 같은 크기의 목표치가 

설정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기존의 두 행정구역의 

입력변수가 효율적인 값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CRS와 VR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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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효율성이 제일 낮은것으로 평가된 행정구역 I의 경우 

절반이상의 직원수 감축과 배전용 변압기 용량 감소가 이루어 져야 

하며, 선로길이의 경우 87%이상의 감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각 행정구역별 효율성 점수를 순위를 내어 평가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의 AP모델을 사용하여(초효율성 분석) CRS 

시뮬레이션 결과 효율적으로 판명된 행정구역 즉 A와 G(즉 효율성 

점수가 1인 DMU)를 대상으로만 효율성을 재평가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9 초효율성 분석을 적용한 DEA 결과 

행정구역 DEA - Scores 순위 

A 3.1100 2 

B 0.9106 4 

C 0.8599 6 

D 0.8210 8 

E 0.8243 7 

F 0.8946 5 

G 4.3193 1 

H 0.7570 11 

I 0.5016 17 

J 0.6827 15 

K 0.8133 9 

L 0.654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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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7333 12 

N 0.7744 10 

O 0.6949 14 

P 0.7322 13 

Q 0.9668 3 

 

    A와 G의 경우 1로 도출되었던 효율성 값이 각각 3.1100 그리고 

4.3193 으로 1 이상의 초효율성 값이 도출됨을 알 수 있다. A와 G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구역의 효율성은 이전결과와 동일하다. 

 

제 3 절 PCA 결과 
 

주성분 분석은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표5에 주어진 세 개의 입력변수와 두 개의 산출변수를 

바탕으로 여섯 개의 산출변수/입력변수의 비율을 생성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𝑑1 =
𝑦1

𝑥1
  ,  𝑑2 =

𝑦1

𝑥2
 , 𝑑3 =

𝑦1

𝑥3
 

𝑑4 =
𝑦2

𝑥1
 , 𝑑5 =

𝑦2

𝑥2
 , 𝑑6 =

𝑦2

𝑥3
 

 

여기서 x1, x2, x3는 각각 입력변수인 직원 수(명), 

선로길이(c-km), 변압기용량(MVA)을 나타내며, y1, y2는 각각 

산출변수인 고객호수(호)와 판매전력량(MWh)를 나타낸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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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PCA 변환 데이터 

행정구역 d1 d2 d3 d4 d5 d6 

A 1,943.10 244.01 278.30 25,420.02 3,192.15 3,640.83 

B 1,410.74 159.26 250.35 22,501.01 2,540.16 3,992.99 

C 1,124.48 117.55 235.29 19,197.40 2,006.86 4,016.97 

D 1,316.73 90.81 218.18 31,755.34 2,190.13 5,261.72 

E 904.80 90.51 226.70 14,356.00 1,436.10 3,596.87 

F 751.56 96.64 244.42 13,097.16 1,684.09 4,259.49 

G 1,544.53 78.46 223.41 108,718.86 5,522.67 15,725.91 

H 1,392.71 53.89 174.14 35,590.63 1,377.08 4,450.19 

I 869.24 27.78 137.54 14,422.44 461.00 2,282.06 

J 1,040.39 33.22 182.24 23,925.85 764.01 4,191.09 

K 1,420.60 25.14 161.52 54,051.38 956.69 6,145.40 

L 1,135.19 27.60 176.69 22,822.33 554.94 3,552.24 

M 1,191.86 22.15 194.77 28,891.57 536.85 4,721.38 

N 1,356.23 29.27 204.90 34,162.11 737.25 5,161.10 

O 1,262.87 42.50 188.48 24,210.83 814.78 3,613.44 

P 867.19 38.64 203.77 10,793.07 480.87 2,536.11 

Q 1,742.72 29.78 187.74 52,978.93 905.29 5,707.33 

 

이러한 다변량의 데이터는 각각 변수가 다른 단위로 

측정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 변수마다 데이터를 

표준화 하고 나서 주성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데이터의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의 값을 갖게 되게 되며 이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표 11 표준화과정을 거친 PCA data 

행정구역 d1 d2 d3 d4 d5 d6 

A 2.1626 2.9077 2.0536 -0.2632 1.2711 -0.4146 

B 0.4980 1.4833 1.2682 -0.3878 0.7698 -0.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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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3971 0.7822 0.8453 -0.5289 0.3598 -0.2881 

D 0.2041 0.3328 0.3645 0.0074 0.5007 0.1304 

E -1.0840 0.3277 0.6038 -0.7357 -0.0790 -0.4293 

F -1.5631 0.4307 1.1018 -0.7895 0.1116 -0.2066 

G 0.9164 0.1252 0.5116 3.2945 3.0628 3.6487 

H 0.4416 -0.2878 -0.8726 0.1712 -0.1244 -0.1424 

I -1.1952 -0.7266 -1.9008 -0.7329 -0.8287 -0.8714 

J -0.6600 -0.6352 -0.6449 -0.3270 -0.5957 -0.2296 

K 0.5289 -0.7710 -1.2273 0.9597 -0.4476 0.4275 

L -0.3636 -0.7296 -0.8010 -0.3741 -0.7565 -0.4443 

M -0.1864 -0.8213 -0.2930 -0.1149 -0.7704 -0.0513 

N 0.3276 -0.7016 -0.0086 0.1102 -0.6163 0.0966 

O 0.0356 -0.4792 -0.4697 -0.3148 -0.5567 -0.4238 

P -1.2016 -0.5442 -0.0403 -0.8879 -0.8134 -0.7860 

Q 1.5361 -0.6931 -0.4905 0.9139 -0.4871 0.2802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SPSS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을 경우 다음의 표 12와 같이 6개 주성분의 고유값을 얻을 

수 있다. 고유값을 모두 더하면 6이 되며, 이는 관측변량 (d1, d2, 

d3, d4, d5, d6)의 개수와 일치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각각의 

관측변량은 처음에 정보량을 1씩 갖고 있었던 데 연유한다. 

그리하여 주성분분석 후 6의 정보량은 제1 주성분에서 제6 

주성분까지 재분배 되는 것이다. 즉 고유값은 한 성분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한 성분의 고유값이 크다는 것은 그 요인이 

변수들의 분산을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유값을 기준으로 

할 때는 보통 고유값이 1 이상이 되면 한 성분으로 추출된다. 즉, 

고유값이 1 이상이라는 것은 특정 성분이 적어도 1개 이상의 

변수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유값이 1이하라는 

것은 1개의 변수가 가지는 분산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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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므로 추출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 이상의 고유값을 가진 제 2주성분 까지만을 고려하였다. 

고유값은 또한 비율로서도 설명가능한데 다음의 표 12와 같이 

제1 주성분은 전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량의 53.60%를 

설명한다는 것을 말하며, 제2주성분은 전체정보의 32.29%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주성분부터 제2주성분까지 

고려하였을 때 정보량의 누적합계는 85.89%이다. 

 

표 12 6개의 주성분 고유값 및 비율 

 
제1 

주성분 

제2 

주성분 

제3 

주성분 

제4 

주성분 

제5 

주성분 

제6 

주성분 

고유값 3.216 1.938 0.687 0.148 0.01 0.002 

비율 53.60% 32.29% 11.44% 2.46% 0.16% 0.04%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된 성분점수 계수행렬의 값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주성분 점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이다. 

 

표 13 성분점수 계수행렬 

 제1 주성분 제2 주성분 

d1 0.2140 -0.0180 

d2 0.1760 0.4130 

d3 0.1820 0.3810 

d4 0.2320 -0.3410 

d5 0.2940 0.0380 

d6 0.2450 -0.2870 

 

마지막으로 주성분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성분점수 

계수행렬과 관측변량을 표준화한 값을 곱하여 결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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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각각의 행정구역별 각각의 2개 

주성분 점수가 얻어진다. 

  표 14 주성분 점수 

행정구역 
제1 주성분 

점수 

제2 주성분 

점수 

A 1.5612 2.2025 

B 0.6628 1.3337 

C 0.1188 0.9288 

D 0.3498 0.2520 

E -0.3643 0.7556 

F -0.2601 0.9580 

G 2.8735 -1.8226 

H -0.1466 -0.4815 

I -1.3582 -0.5355 

J -0.6785 -0.3420 

K -0.0496 -1.2624 

L -0.7709 -0.3740 

M -0.5040 -0.4230 

N -0.1870 -0.3874 

O -0.5032 -0.1699 

P -0.9994 0.2783 

Q 0.2558 -0.9106 

 

또한 이를 각각의 주성분이 보유한 정보량에 따라 정보량의 

비율(또는 고유값을 곱하여도 전체 순위에는 무관함)을 곱하면 각 

행정구역별 PCA 점수와 순위가 도출되며 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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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PCA 결과 

행정구역 PCA - Score 순위 

A 1.5481 1 

B 0.7860 3 

C 0.3637 4 

D 0.2689 5 

E 0.0487 7 

F 0.1700 6 

G 0.9517 2 

H -0.2341 10 

I -0.9010 17 

J -0.4741 15 

K -0.4343 13 

L -0.5340 16 

M -0.4068 12 

N -0.2254 9 

O -0.3246 11 

P -0.4458 14 

Q -0.1570 8 

 

 

제 4 절 시뮬레이션 고찰 
 

DEA의 결과와 PCA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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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DEA, PCA 결과 비교 

행정 

구역 

DEA PCA 

DEA - Score 순위 PCA - Score 순위 

A 3.1100 2 1.5481 1 

B 0.9106 4 0.7860 3 

C 0.8599 6 0.3637 4 

D 0.8210 8 0.2689 5 

E 0.8243 7 0.0487 7 

F 0.8946 5 0.1700 6 

G 4.3193 1 0.9517 2 

H 0.7570 11 -0.2341 10 

I 0.5016 17 -0.9010 17 

J 0.6827 15 -0.4741 15 

K 0.8133 9 -0.4343 13 

L 0.6540 16 -0.5340 16 

M 0.7333 12 -0.4068 12 

N 0.7744 10 -0.2254 9 

O 0.6949 14 -0.3246 11 

P 0.7322 13 -0.4458 14 

Q 0.9668 3 -0.1570 8 

 

 

DEA결과 도출된 행정구역별 효율성 순위와 PCA결과 도출된 

행정구역별 효율성 순위를 비교해보면 행정구역 A와 G가 각각 

DEA와 PCA 결과로 1위 또는 2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행정구역 J, L, I의 경우 DEA와 PCA결과 모두 15위, 16위, 17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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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행정구역 역시 DEA결과와 

PCA결과가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DEA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각 행정구역에 대해 배전계통 

관리운영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행정구역의 배전계통이 집단 내의 나머지 

행정구역들에 비해 어느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즉 각각의 행정구역이 효율변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 또한 비효율적인 행정구역이 배전계통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즉, 비효율적인 행정구역이 나머지 

행정구역에 비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 투입요소를 얼마나 

많이 감소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행정구역들을 식별하고 

비효율성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개선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DEA를 사용할 수 있으며, PCA의 경우 이러한 

DEA의 결과가 올바르게 도출된 결과인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즉 DEA와 PCA를 동시에 적용하고 결과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두 접근방법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상대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은 행정구역과 같은 

도시지역과 면적 대비 인구수가 적은 행정구역과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 입력변수와 출력변수가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DEA와 

PCA결과 도출된 순위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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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EA 결과 도출된 행정구역별 

효율적인 입력변수의 목표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효율적 

(효율성이 1이 아닌 값)으로 운영된 대부분의 행정구역에서 많은 

양의 선로길이 감소가 이루어 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전선로의 길이는 해당 행정구역의 면적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국토 면적에서 해당 행정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전계통의 운영 효율성 순위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7 각 행정구역의 차지 면적비율과 배전계통 운영 효율성 

순위의 비교 

행정 

구역 

면적 

비율

(%) 

DEA 

rank 

PCA 

rank 

행정 

구역 

면적 

비율

(%) 

DEA 

rank 

PCA 

rank 

G 1.06% 1 2 K 8.19% 9 13 

A 0.60% 2 1 N 18.98% 10 9 

Q 0.46% 3 8 H 10.14% 11 10 

B 0.77% 4 3 M 12.27% 12 12 

F 0.54% 5 6 P 1.84% 13 14 

C 0.88% 6 4 O 10.51% 14 11 

E 0.50% 7 7 J 7.39% 15 15 

D 1.04% 8 5 L 8.04% 16 16 

    I 16.78% 17 17 

 

표의 좌측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중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1% 내외의 값으로 작은 값을 띄며, DE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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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결과 높은 효율성 순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① 반면 표의 

우측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중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큰 값을 띄며, 효율성 순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행정구역의 면적이 효율성 순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띄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이며, 이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5 각 행정구역의 차지 면적비율과 배전계통 운영 효율성 

순위의 비교 

 

 

                                            
① 단, 표의 오른쪽에 위치한 행정구역 P의 경우 제주도로서 예외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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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원의 넓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중 각각의 

행정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넓은 면적을 보유한 

행정구역의 원은 크게 표시된다. 또한 그래프의 횡축과 종축은 

DEA와 PCA 순위를 나타낸다.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작은 

면적비율을 갖는 행정구역의 경우 좌측하단에 위치하여 DEA와 PCA 

결과 1위에서 8위를 차지하며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큰 면적비율을 갖는 행정구역의 경우 우측상단에 위치하며, 

DEA와 PCA 결과 9위에서 17위를 차지하며 낮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4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로 총 17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구역 면적의 넓이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실제 1개의 

특별시와, 1개의 특별자치시, 그리고 6개의 광역시와 같은 도심지의 

경우 전체국토의 1% 내외의 면적비율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8개의 도의 경우 7% 에서 19% 까지의 비교적 큰 면적비율을 갖는다.  

또한 높은 인구밀도와 좁은 면적을 갖고있는 도시지역과, 적은 

인구밀도와 넓은 면적을 갖고있는 농촌지역을 같은 범주내에서 

운영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기에, 우리나라 

배전계통 운영효율성 분석시 행정구역이 우리나라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1.5% 이하일 경우와 1.5% 초과일 경우 

두가지로 구분하여 배전계통의 운영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입력변수와 출력변수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국내 상황을 반영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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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배전계통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선형계획 모형을 각 의사결정단위(DMU)의 투입, 산출에 

적용하여 최적의 DMU를 선별해 내고, 이러한 최선의 

의사결정단위들로부터 효율적 프론티어(Frontier)를 도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개별 행정구역들이 효율적 프론티어로 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계산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한 방법이 

주성분분석이다.  

또한 다변량으로 구성되는 데이터로부터 소수의 특징적인 

변량을 합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주성분 

분석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3가지 입력변수(직원 수, 배전용 선로길이, 

배전용 변압기 용량)와 2가지 산출변수(고객호수, 판매전력량)를 

사용하여 각각 DEA와 PCA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DEA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각 행정구역에 대해 배전계통 

관리운영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행정구역의 배전계통이 집단 내의 나머지 

행정구역들에 비해 어느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즉 각각의 행정구역이 효율변경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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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 또한 비효율적인 행정구역이 배전계통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즉, 비효율적인 행정구역이 나머지 

행정구역에 비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 투입요소를 얼마나 

많이 감소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행정구역들을 식별하고 

비효율성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개선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DEA를 사용할 수 있으며, PCA의 경우 이러한 

DEA의 결과가 올바르게 도출된 결과인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즉 DEA와 PCA를 동시에 적용하고 결과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두 접근방법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높은 인구밀도와 좁은 면적을 갖고있는 도시지역과, 적은 

인구밀도와 넓은 면적을 갖고있는 농촌지역을 같은 범주내에서 

운영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기에, 우리나라 

배전계통 운영효율성 분석시 행정구역이 우리나라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1.5% 이하일 경우와 1.5% 초과일 경우 

두가지로 구분하여 배전계통의 운영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입력변수와 출력변수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국내 상황을 반영한 점이다. 

본 연구방법은 향후 배전계통 뿐 아니라 발전, 송전계통의 

효율성 비교 분석에 대해 적용가능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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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효율성 추이 분석 
 

본 논문에서 진행된 시뮬레이션은 2014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본 우리나라 배전계통의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Appendix A 

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행정구역별 배전부문 운영효율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I. 초효율성 분석을 적용한 DEA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효율성 분석을 

적용한 행정구역별 DEA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8 초효율성 분석을 적용한 DEA 결과 (2010년 ~ 2014년) 

행정

구역 
2010 2011 2012 2013 2014 

A 2 2 2 2 2 

B 3 3 3 4 4 

C 8 5 4 6 6 

D 9 7 6 9 8 

E 11 8 7 8 7 

F 7 4 11 5 5 

G 1 1 1 1 1 

H 4 6 8 12 11 

I 16 16 16 17 17 

J 14 14 14 15 15 

K 6 9 5 7 9 

L 15 15 15 16 16 

M 12 11 10 11 12 

N 5 10 9 10 10 

O 10 13 13 14 14 



 

 46 

P 13 12 12 13 13 

Q②       3 3 

 

이 표를 그래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6 초효율성 분석을 적용한 DEA 결과 (2010년 ~ 2014년) 

 
 

위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2014년 1위 ~ 4위 순위권을 차지한  G, 

A, Q, B 행정구역과 15위 ~ 17위 순위권을 차지한 J, L, I  

행정구역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율성 순위가 변하지 않거나, 

또는 경미한 변화만을 보였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행정구역은 

효율성 순위가 일정 수준의 작은 변화만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행정구역 Q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로서 2012년 7월 정식 출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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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CA 결과  

주성분 분석을 통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 행정구역별 

운영 효율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9 PCA 결과 (2010년 ~ 2014년) 

행정

구역 
2010 2011 2012 2013 2014 

A 1 1 1 1 1 

B 3 3 2 3 3 

C 4 4 4 4 4 

D 5 5 5 5 5 

E 7 7 6 7 7 

F 6 6 9 6 6 

G 2 2 3 2 2 

H 8 8 7 10 10 

I 16 16 16 17 17 

J 14 14 14 15 15 

K 13 13 12 13 13 

L 15 15 15 16 16 

M 11 12 11 12 12 

N 9 9 8 9 9 

O 10 10 10 11 11 

P 12 11 13 14 14 

Q       8 8 

 

이 표를 그래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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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CA 결과 (2010년 ~ 2014년)

 

 

DEA 결과와 비슷하게 PCA 결과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율성 순위가 일정 수준의 작은 변화만을 보이 것을 알 수 있다. . 

 

III. DEA, PCA 결과 비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DEA결과와 PCA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0 DEA, PCA 결과 비교 (2010년 ~ 2014년) 

행정

구역 

2010 2011 2012 2013 2014 

DEA PCA DEA PCA DEA PCA DEA PCA DEA PCA 

A 2 1 2 1 2 1 2 1 2 1 

B 3 3 3 3 3 2 4 3 4 3 

C 8 4 5 4 4 4 6 4 6 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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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

G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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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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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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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9 5 7 5 6 5 9 5 8 5 

E 11 7 8 7 7 6 8 7 7 7 

F 7 6 4 6 11 9 5 6 5 6 

G 1 2 1 2 1 3 1 2 1 2 

H 4 8 6 8 8 7 12 10 11 10 

I 16 16 16 16 16 16 17 17 17 17 

J 14 14 14 14 14 14 15 15 15 15 

K 6 13 9 13 5 12 7 13 9 13 

L 15 15 15 15 15 15 16 16 16 16 

M 12 11 11 12 10 11 11 12 12 12 

N 5 9 10 9 9 8 10 9 10 9 

O 10 10 13 10 13 10 14 11 14 11 

P 13 12 12 11 12 13 13 14 13 14 

Q          3 8 3 8 

 

DEA결과 도출된 행정구역별 효율성 순위와 PCA결과 도출된 

행정구역별 효율성 순위를 비교하였을 경우 두 결과가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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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Efficiency of Electric 

Distribution System Operation in 

Korea using DEA and PCA methods 
 

YEI YOUNG KIM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fficiency analysis of electricity distribution system 

has been considered as significant to decision makers. There are 

various methods for estimating efficiency scores of electricity 

distribution units. These methods are generally classified as 

deterministic and stochastic method. Also one can classify the 

methods as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methods.  

While Corrected Ordinary Least Squares(COLS) and Stochastic 

Frontier Analysis(SFA) are parametric methods,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are non-

parametric methods. Moreover, COLS, DEA, and PCA are 

deterministic methods whereas SFA is a stochastic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efficiency of the power 

distribution units in Korea b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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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is study conducted simulations by applying the 

aforementioned analysis methods, three input variables – the 

number of employees, distribution network length(c-km), 

distribution network transformers capacity(MVA) - and two output 

variables – the number of customers(households) and units 

delivery(MWh) - to DEA and PCA. 

As a result of DEA simulations, the inefficient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identified, the inefficiency scale 

were estimated, and the guidelines for improvement of operation 

were provided. 

Moreover, PCA is useful in identifying whether DEA results 

had been drawn in the right way and the efficiency ranking of 

respective administrative districts drawn by DEA and PCA results 

proved to show a similar correlation. In other words, the DEA 

model can be verified and validated by PCA. 

Furthermore, since analyzing the operation efficiencies of 

the urban districts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and small 

surface area and the rural districts with low population density 

and wide surface area within the same category seemed irrational, 

this study suggested analyzing the operation efficiency of 

electricity distribution system by classifying into two types: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that occupy 1.5 percent and lower 

and the districts that take up more than 1.5 percent of the 

overall surface area of Korea. This has reflected the marked 

differences when it comes to input variables and outpu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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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urban districts and rural districts in Korea. 

Lastly, this study’s methods are not only applicable to 

electricity distribution system but also the efficiency 

comparative analysis of power generation system and transmission 

system and the methods can offer valuable information. 

 

Keywords : Data Envelopment Analysis, Principal Componenet 

Analysis, Operational Efficiency, Distribution System  

Student Number : 2015-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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