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i -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국내 원전 공급사들의 경영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모델을 이용하여: DEA 

Measuring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Suppliers of Nuclear Power Plants 

in South Korea 
: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년 월2018 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생산관리전공

이 광 원



- ii -

국문초록

국내 원전 공급사들의 경영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모델을 이용하여: DEA 

이 광 원

경영학과 생산관리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비 부품 조달 공급망내에서 공급사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도출한 상대적 효율성은 원전 부품 . 

공급실적 등과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은 국내 전기 . 

생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발전소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 공급망에 대한 ,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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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반듯이 충분한 에너지 자원이 뒷받침 되어야    4

하고 원자력발전은 이에 적합한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최근 들어 . 

원자력발전소 정비를 위한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이의 공급망의 재정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프로세스 표준 참조모형 접목을    , (SCOR) 

시도하여 원자력발전소 부품 공급사들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개별 공급사들 

및 클러스터별로 비교를 수행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 

기업별로 제공하고자 한다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 . 

부품공급 자격을 취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업의 종업원 수. , 

매출원가 총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과 같은 효율성 분석에 필요한 , , , 

고려요소들을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하여 자료포락분석법SCOR (Data 

을 이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시행하였다Envelopment Analysis, DEA) .

대상 기간 동안 공급사들은 비교적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종업원 수 감소 원가절감 총 . , , 

자산 감소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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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도출된 기업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에    , 

활용할 것이다. 를 이용하여 Spearman’s Signed-Rank test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한 계약금액과 기업의 효율성과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가설검증을 할 것이다 가설검정 결과 기업규모와 납품 실적 간에 유의미한 . 

상관관계를 보였다 원전 부품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부담 때문에 이러한 .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영효율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은 . 

납품실적을 거둘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어 원자력발전 공급망관리 효율성 공급사 평가 기업 경영 효율성: , , , , 

자료포락분석        , DEA-SBM, Spearman’s Signed-Rank test

학  번 : 2016-2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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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근대사회에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 . 

발전은 에너지 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러나 . 

최근 들어 우리는 화석연료의 고갈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와 미세먼지 배출 . 

확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어나면서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이 주요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2017).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 

원자력을 제외한 풍력 지력 태양열 등의 발전으로 국내 산업의 , ,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역   “ 사적으로 장기파동을 몰고 온 그 어떤 산업혁명도 인구와 

더불어 에너지는 핵심 동인이었다 안현실 국내의 원자력 ”( , 2017) . 

발전 산업은 향후 신규 발전소 건설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추가건설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차 . 4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 발전시켜나갈 동력이 될 에너지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현실( , 2017).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기자재 조달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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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은 매우 크다 년도 까지 국내 원전 기자재 시장은 연평균 . 2020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2 . , 

조달은 여러 분야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첫째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 , 

적기조달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부품 조달 공급망의 업체들이 . , 

원전산업을 이탈하고 있다 셋째 안전운영을 위해 공급망내에 . , 

기업들과 품질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맥킨지( , 2013).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중에서 부품 공급망의 기업운영 효율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자료포락분석법. (Data Envelopment 

중에서 비방사형 Analysis, DEA) DEA-SBM(Slack Based Mode) 

모형을 이용하여 원전 기자재 납품업체들의 경영 효율성을 분석하고, 

기업별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에서 공급망에 대해 평가할 때 단순히 좋음 보통 나쁨   “ ”,“ ”,“ ” 

등의 방식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매우 추상적이고 유용한 정보로서의 , 

가치가 부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성과측정 방법은 .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모형은 정부조직(Beamon,1999). DEA , 

공공서비스부문 교육 기업 등 여러 산업에서 상대적 효율성을 , , 

분석하는데 널리 적용된 질적인 성과측정 방법론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의    2

고찰을 통해서 원전 공급사들의 공급망 효율성 분석에 필요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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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출변수를 공급망 프로세스 표준 참조모형인 

모형에 접목하여 SCOR(Supply-Chain Operations Reference)

구하고자 한다 제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될 . 3

자료포락분석법 방법론에 대한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개념설명과 본 연구에 적용할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겠다 그리고 본 . 

연구에서 사용할 비방사적 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념설명을 DEA-SBM

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제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질적인 성과측정을 위한    4

자료수집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원자력발전소에 자재를 납품하는 

공급사들의 공급망 효율성 분석을 시행할 것이고 제 장에서는 , 5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전 공급사들의 공급망 효율성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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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선행연구 고찰2 

제 장에서는 여러 산업에서 공급망 성과측정을 주제로 앞서    2

진행한 국내외의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최근 들어 산업계에서는 .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공급망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와 .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서 기업의 공급망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들과 

적용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공급망 성과 측정 방법들을 응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포락분석법의 투입 및 산출변수를 도출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통상 사용되는 재무적 성과를 이용한 변수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변수를 도출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추가적으로 자료포락분석법을 활용하여 적용한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료포락분석법은 공급망의 성과측정 외에도 .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응용된 연구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이 어느 .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특히 공급망의 , 

성과측정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볼 것이다 제조업. , 

병원 서비스업 공공분야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계에서 이 방법론이 , , 

선행 적용된 사례를 연구해 볼 것이고 이들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 

통해서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원자력 발전 산업에 응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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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성과측정에 대한 선행연구2.1 

최근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공급망관리 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이란 물품 서비스 재무 정보등원 원천에서 최종소비까지 , , ,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 가지 이상의 개체 조직 또는 개인 들의 ( )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망의 (Mentzer et al, 2001).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용‘ (e.g. Inventory Cost and 

와 비용과 소비자 민감성의 합Operating Cost)’ ‘ (e.g. Lead Time, 

두 가지 요소를 활용한 Stockout Probability, Fill Rate)’ 

분석방법이 지배적이다 공급망의 성과를 측정한 (Beamon, 1999).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고석용 고완석 은 공급망 , (2007)

성과측정을 위해 공급망내의 개체들간 형태의 일치도 및 파트너쉽 

관계를 분석하였고 은 개체들간 전략적 , Mentzer et al(2001)

파트너십이 공급망 성과에 중요한 요소라 주장하였고 박광오 는 , (2010)

개체들간의 정보 및 파트너십 품질을 이용하여 공급망 성과측정를 

측정하였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카테고리와 방법론의 . 

선택이 필수적이다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공급망 성과측정 . 

카테고리 중 가장 큰 부분은 차지하는 것은 재무적인 부분이다 성과 . 

측정이란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 간의 비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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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이용하여 공급망의 

성과측정에 이용해왔다 의 연구에서는 . Kaplan and Norton(1997)

재무적 성과 내부 프로세스 혁신성 등을 이용하여 공급망 , , 

성과측정에 사용하였고 은 양적인 , Gunasekaran et al. (2007)

방법을 이용하여 성과를 측정했다 는 . De Toni and Tonchia(2001)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같이 사용하여 공급망 성과측정에 , 

사용하였다. 

공급망의 성과측정을 위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보면 첫째   , Kaplan 

에 의해 개발된 균형성과 지표and Norton(1996) (Balanced 

가 있다 균형성과 지표 측정방법은 기존의 재무적 Scorecard, BSC) . 

성과측정 방식을 보완하여 비재무적인 성과 고객만족 내부프로세스, ( , , 

학습과 성장 에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성과를 측정하거나 ) . 

의사결정을 진행할 때 목표와 연결된 성과지표를 만들도록 한다. 

윤재홍 은 균형성과지표를 이용하여 공급망의 성공적인 (2005)

성과측정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사용에 따른 효과를 

연구하였다.

둘째 모델을 이용하여 공급망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하는    , SCOR 

방법이다 글로벌 공급망 협회 이 개발한 . (Supply Chain Council)

모델은 통합된 공급망관리를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세스 SCOR

참조모델 이라 할 수 있다(Process Reference Model) (Stew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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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은 공급망을 총 가지 프로세스로 계획 공급1995). 5 ( , , 

생산 인도 회수 분류 및 정의하고 각 단계의 관련 활동들을 , , ) 

정리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과 같다 모델을 사용한 . < 1> . SCOR 

기존연구들은 검토해보면 서욱환과 임성묵 은 모델을 , (2011) SCOR 

사용하여 자동차산업의 공급망 효율성 측정을 위한 연구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도출하였고 신혜경과 홍유신 은 , (2007)

모델은 이용하여 제조기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SCOR .

셋째 벤치마킹 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벤치마킹을    , (Benchmarking) . 

통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 가능한 분야를 얻어낼 수 

있다 는 연구를 통해서 벤치마킹에 대한 (Beamon,1999). Camp(1989)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표 프로세스 모델< 1> SCOR 

정  의 활  동

계획(Plan)
설정된 비즈니스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기 
위한 실행과정의 개발을 위해
총괄적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프로세스

수요 공급 계획/○ 
계획 인프라 관리○ 

공급(Source) 계획 또는 실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프로세스

공급 자재구매/○ 
공급 인프라 관리○ 

생산(Make)
계획 또는 실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된 상품을 완제품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

생산 실행○ 
생산 인프라 관리○ 

인도(Deliver) 계획 또는 실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완제품을 제공하는 프로세스

주문관리○ 
창고관리○ 
운송관리○ 
출하 인프라 관리○ 

회수(Return) 완제품을 제공한 후의 반품 프로세스 반품 관리○ 
불량품 관리○ 

  

  자료 박경종과 오형술 에서 재인용: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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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의 연구에서는 베스트 프렉티스 의 . Stewart(1995) (Best Practice)

벤치마킹을 통해 세계정상급 공급망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 은 공급망 성과측정 영역을 자원 산출물   , Beamon(1999) , , 

유연성의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매출 이익 처리용량3 , , , 

적기공급율 백오더 스탁아웃 고객응답시간, (Backorder)/ (Stockout), , 

제조리드타임 배송오류(Manufactirung Lead Time), (Shipping 

고객불만 Error), 과 같이 총 가지 분야에 (Customer Complaints) 9

대해 측정지표를 제시한다.

다섯째 자료포락분석 를    ,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사용하여 공급망 성과측정을 하는 방법이다 자료포락분석은 . 

전통적인 공급망 최적화 모형 및 확률론을 사용한 모델이 가지는 

비현실적 가정이 제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Liang et al, 2006). 

서욱환과 임성묵 은 모델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업체의 (2011) DEA

공급사슬 성과를 측정하는데 적용하였고 고범석 은 모델을 , (2013) DEA

이용하여 국내 및 외국계 물류기업의 운영형태별 효율성 분석에 

적용하였고 은 를 이용해 기업의 , Peng Wong et al(2007) DEA

공급망 효율성 측정 모델을 제안했으며 이정호 은 를 , (2008) 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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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연구에 활용하였다 추가적으로 . DEA 

방법론은 년까지 약 건 이상의 연구에서 사용된 객관성이 2010 4,500

높은 방법론이다(Liu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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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포락 분석 을 활용한 효율성 분석에 대한 연구(DEA)

자료포락분석 는 정부조직 공공서비스부문 교육 병원   (DEA) , , , , 

군대 비영리조직 공익사업 부문 등 여러 산업에 , , 

적용되어왔다 국우각 정진구 는 를 응용하여 내화물 ( , 2013). (2011) DEA

산업에 효율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당시 를 내화물 . DEA

산업에 적용한 사례가 없어 그보다 단계가 높은 제조업에 관련한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은 를 이용하여 미국 내 . Sağlam(2017) DEA

풍력발전소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도 를 . Sueyoshi et al(2013) DEA

이용하여 화력발전소들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자료포락분석 . 

방법론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와 같다< 2> .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포락분석 모델은 다차원적인    

공급망이 가지는 효율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의 공급망의 효율성 . , 

자료포락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사례는 많지 않다.

방법론은 다수의 과 을 다루고 수요량과    DEA input output , 

리드타임 등과 같이 공급망 최적화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는 변수들에 



- 11 -

대한 선행적인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는 공급망 . DEA

효율을 측정하는데 적당하다(Peng Wong et al., 2007). 

표 산업별 자료포락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2> 

대상
산업 Researcher 제 목

금융 강은경, K. Eun (2016) 모형에 의한 은행 효율성 측정NETWORK DEA 

공항 문종범 (2006) 기법을 활용한 국내 주요 공항의 효율성 분석DEA 

병원 박경삼 외(2005)
및 윈도우분석을 이용한 대규모 종합DEA DEA 

병원의 시대별 경영효율성 변화분석

교육 박혜영 (2009)
분석을 이용한 평생학습도시 교육사업의 효율성DEA  

비교평가

공항 최강화 (2016) 항공서비스품질을 고려한 미국 항공사 간의 효율성 분석 

공공 김동찬 옥영석 , (2016) 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효율성 분석DEA 

공공 박만희 (2015) 부트스트랩 를 이용한 공기업 효율성 분석DEA 

철강유통 박진규 김판수 , (2017) 모형을 통한 철강유통산업에서의 공급업체 선정DEA AHP 

금융 배세영 김희창 , (2017)
를 이용한 우리나라 Dynamic-Network DEA

생명보험회사의 효율성 분석

사회적 
기업 이상연 외 (2017) 사회적 기업의 자료포락분석 을 통한 경영  효율성 평가(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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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산업별 투입변수 및 산출변수 선행연구< 3> 

Researcher 산업 투입변수
(Input Variable)

산출변수
(Output Variable)

송동섭(2001) 제조업
종업원 수 고정자산, , 
원재료비

경상이익 매출액, 

송동섭 김재준(2000)⋅ 제조업
종업원 수 고정자산, , 
원재료비

매출액

운문규 김재균(2006)⋅ 제조업
종업원 수 총자산, ,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박정현(2003) 자동차부품
종업원 수 고정자산, , 
재료비

매출액 경상이익, 

김주백(2005) 철강 자본금 고정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이형석(2006) 철강
종업원 수 고정자산, , 
총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박제헌(2007)
화물자동차

운송
종업원 수 고정자산, ,
총자본으로

매출액 당기 순이익, 

하헌구(2007) 국내 물류
종업원 수 고정자산 자본, , 
운영비용

매출액 당기 순이익, 

서욱환(2011)
자동차 
부품

매출원가 운반비, ,
순 현금화 사이클 타임,
재고회전율

고객납입 평가점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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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COR(Supply Chain Operations Reference) 
모델을 이용한 공급망 효율측정 연구    

김대기 는 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클을    (2003) ‘Plan-Make-Return’

평가하기 위해 성과측정은 필수적인 프로세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으로 공급망 개체들의 성과측정을 위해서 . 

전통적으로 재무회계적인 성과를 이용해왔다. Kaplan and 

는 를 이용하여 기업의 Norton(1992) Balanced Score Card(BSC)

전략적 목표와 연관된 지표를 선정하여 측정하였고, 

은 를 Szymankiewicz(2007) Efficient Customer Response(ECR)

이용하여 기업 내 외부조직간 성과에 대한 상호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재무회계적인 성과측정 방법 외에 공급망 협회   (Supply 

은 기업전반의 공급사슬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Chain Council)

위한 최초의 교차 산업 프레임워크이고 종합적인 공급망 프로세스를 , 

관리하기 위한 참조모델로서 SCOR(Supply-Chain Operations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은 Reference) (Stewart 1995). SCOR 

공급망을 의 가지 실행 Plan, Source, Make, Delivery, Return 5

프로세스로 구성하며 공급망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망연결 부분에서 , 

발생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 김대기(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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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모형에서는 신뢰성 유연성과 대응성 비용 자산 등 , , , , 

분야의 개 세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4 12 (Lima-Junior 2016). 

세부 성과지표를 정리하면 표 와 같다< 5> . 

성공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측정을 통한 전략의 수정   , 

지속적인 발전과 신사업 개발이 필수적이다 은 기업의 . SCOR

성과측정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 경영전략의 수정에 큰 , 

기여가 가능한 참조모델이다.

표 모델을 활용하여 공급망 효율을 측정한 선행연구< 4> SCOR 

연도Researcher ( ) 대상분야

김대기 권오경백인수, , (2003) 국내 산업 전 분야

박경종 오형술, (2008) 병원진료서비스 공급사슬

정지환 등(2010) 제조협업의 협력적 성과지표

홍인숙 김문숙, (2004) 패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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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모형의 공급사슬 성과지표< 5> SCOR

분  야 분야별 성과지표 내 용

신뢰성
(Reliability)

약속기일 인도율
(Delivery Performance to Request)

고객이 요구한 또는 약속한 일자까지

인도된 주문의 비율 

충족률 (Fill Rate)
주문접수 후 시간 이내 출하된 24

주문의 비율

주문충족 리드타임
(Order Fulfillment Lead Time)

고객의 주문으로부터 납품까지의 
평균 리드타임

완전 주문충족
(Perfect Order Fulfillment)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킨 주문의 비율

유연성과 
대응성

(Flexibility,
Responsiveness)

총 공급사슬 대응시간
(Total Supply Chain Response time)

시장수요의 변화에 대해 전체 공급사슬이
대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생산 유연성
(Upside Production Flexibility)

계획되지 않은 생산량 증가 또는 감소를
소화하는 데소요되는 시간 

비  용
(Cost)

총 공급사슬관리 비용
(Total Supply Chain 
 management  cost)

공급사슬관리와 관련된 주문처리, 

자재구매 재고관리, 재무관리 계획, , , 
등에 소요되는 총 비용MIS 

부가가치 생산성
(Value Added Productivity)

종업원 인 당 연간 부가가치 기여도1

보상 및 반품처리 비용
(Warranty and Returns
 Processing Cost)

반품처리 제품교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자  산
(Asset)

현금화 사이클타임
(Cash-to-cash Cycle T ime)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대금 회수까지 
소요되는 시간

공급 재고일수
(Inventory Days of Supply)

재고가 판매로 이루어지기까지 소요
되는 시간

자산 회전율
(Net Asset Turns)

연간 총 매출액 순자산÷ 

자료 김대기 등 에서 재인용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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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와의 차별성2.4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료포락분석 방법론은 정부조직   (DEA) , 

공공서비스부문 교육 병원 등 여러 산업에 있어 효율성 판별에 , ,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 발전소 기자재 시장의 공급망에 적용한 .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기자재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원자력 . , 

분야에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일의 . 

원자력발전소 운영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 의 사례를 분석하고 ( )

응용하여 국내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시장의 공급망 효율성을 

분석하고 비효율적 부분을 찾아내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비효율적 .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국내 원전 운영사에 . 

납품한 공급사들의 계약실적과 그들의 경영효율성에 대한 가설 

검증을 통해서 원전운영사의 자재조달과 공급사들의 현황과 , 

개선사항을 연구할 것이다. 

자료포락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 

재무적 요소들로만 위의 변수들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모형을 . SCOR 

자료포락분석 방법론에 접목하여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구한 연구는 

국내에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관리 협회에서 공급망관리 . 

성과측정을 위해 사용한 모형에 기초하여 자료포락분석 모형의 SCOR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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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방법론3

자료포락분석3.1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자료포락분석 이하 는 에 의   ( DEA) Charnes, Cooper & Rhodes

해 년 제안되어 효율성을 측정하는 분석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1978

있다 이 기법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가중된 크기를 기초로 의. 

사결정단위 라는 각 단위의 효율성(Decision Making Unit, DMU)

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가중된 투입요소의 합과 산출요소의 합의 , 

비율로부터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한다 오승철 안영효( , , 2013). DEA

는 선형계획법을 기반으로 다수의 투입 산출변수들로 인하여 그 비·

교가 어려운 의사결정단위들의 효율성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이다 의사결정단위의 효율성은 특정 조직 내에 최대 운영성과에 .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산출된다.

효율성 !"투입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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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투입 산출변수들이 고려되는 경우 상대적인 효율성은 다음· , 

의 식과 같이 측정될 수 있다 이정호. ( , 2008). 

효율성 !"투입변수들의 가중합계
산출변수들의 가중합계

자료포락분석은 비모수적 기법으로 구체적인 함수 형태가 없이   

도 선형계획법을 활용하여 효율 프런티어를 도출한 후 프런티어에

서의 거리를 활용하여 비효율성의 정도를 측정가능한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또한 범주형 데이(Barros, 2006; Nhuyen et al., 2016). , 

터 뿐만 아니라 연속형 데이터도 분석이 가능하고

효율성의 상대적 지표를 구하는 것이 가(Banker&Money, 1986), 

능하고 비효율성의 크기를 측정 가능하다 반면, (Sherman, 1984). ,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단위들을 제대로 찾아내기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할 수도 있다(Sherma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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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적 모형3.2 (Radial Model)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은    Charnes, Cooper and 

이 제안한 모델과Rhodes(1978) CCR , Banker, Charnes & 

이 제안한 모형이 있다 위의 모형들은 특정 시Cooper(1984) BCC . 

점에서 다수의 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법이다DMU . CCR

모형은 개의 의사결정단위 를 가정하고 n (DMU) DMUj 는 (j=1,2,...,n)

개의 다른 투입물 m χij 을 사용하여 개의 다른 산출물 (i=1,2,...m) s

yrj 을 생산하는 투입지형 이다 모형(j-1,2,...s) (Input-Based) . CCR 

은 아래의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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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01'
(! )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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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 ≤ - 2! )8980008:;

'
4!)

5

64%4- ! )

+( ≥ =8 ( ! )8980008*;

64 ≥ =8 4 ! )8980008*;

여기서8
& > ?#@의효율성값
+( > 산출,(에대한가중치
64 > 투입%4에대한가중치
5 > 총투입수
* > 총산출수
: > ?#@의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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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ur과 vi는 각각 투입요소와 산출물에 대한 가중치로 

모형에서 그 값이 결정된다 첫 번째 제약조건은 계산되 해가 DEA . 

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며 두 번째 제약조건에 포함된 1 , ℇ

는 매우 작은 양의 상수로 계산된 해가 양수를 가지도록 보장해 

준다 따라서 식 에서 계산된 해는 과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 (1) 0 1

다. 

이와 같은 모형은 규모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일정함으로    CCR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라고 하기도 한다 규모수입불변 는 투입변수가 증가할 CRS) . (CRS)

때 산출물변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므로 규모가 전체의 규모가 

변해도 효율은 변하지 않는다 그림 에서 볼수 있듯이 와 . < 1> CRS

는 서로 상이한 그래프로 나타내진다 는 원점으로부터 VRS . CRS

효율성에 대한 점을 연결한 직선이 무한적으로 나타내어지고, VRS

의 경우 투입요소에 따라 산출요소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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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형은 모형의    Banker, Charnes & Cooper(1984) BCC CCR

가정 중에서 규모수익불변을 극복하고 가변적 규모의 수익성

의 가정을 반영하여 규모의 효(Variable return to scale: VRS)

율성과 기술효율성을 구분하여 위하여 변형된 모형이다 모형. BCC

은 아래의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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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산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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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w0는 규모에 대한 보수지표로서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하는 경우 w0 이고 규모에 대한 보수가 일정하면  < 0 , w0 = 

감소하면 0, w0 가 된다 모형과 모형은 가장  > 0 . CCR BCC

효율성이 높은 의사결정단위를 로 측정하고 비효율적으로 평가된 1 , 

의사결정변수들을 효율적인 프론티어에 이르기 위해 

투입 산출변수의 값을 개선해야만 한다 그리고 투입 및 산출량을 · . 

개선하면서 원점을 향해 방사적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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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에는 투입지형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3) (Input-Based) BCC . 

투입지형 모델과의 차이점은 의사결정단위 의 투입물 CCR j xij 의  

가중치인 vi 값의 합계가 이라는 수식이 새로운 제약 조건으로  1

추가되었다(Banker et a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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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3 DEA-SBM(Slack Based Measure) 

지금까지 기법을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앞에서 설명   DEA 

한 모형이나 모형과 같은 방사적 모형 위주로 효CCR BCC (Radial) 

율성을 측정하였다 이는 효율적인 프런티어를 파악하고 비효율적. 

인 의사결정단위의 원인이 운영상의 비효율 인지 규모의 문제인지

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현준 하지만 방사적 모( , 2017). , 

형을 사용할 경우 비효율적 상태에 있는 의 효율성을 약한 DMU 

효율적 프로티어 상에 있는 점을 기준(Weakly efficient frontier)

으로 측정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소순후( , 2011). 

은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형을 Tone(2002) SBM

제안하였다 방사형 모형은 투입 및 산출요소들의 잔여분 을 . Slack( )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단위의 효율성을 분석하지만 비방사형 모, 

형인 모형은 투입 및 산출요소들의 잔여분 을 고려하여 SBM slack( )

분석을 한다 모형 및 모형에서 효율성은 과 사. CCR, BBC SBM 0 1 

이의 점수로 효율성을 따지며 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으로 평가된1

다 하지만 모형에서는 이 모두 인 경우에만 효율적. , SBM slack 0 

인 상태로 본다 소순후 는 비방사적 모형이 투입과 산출의 . (2011)

슬랙을 반영함으로써 방사적 모형보다 엄격하게 효율을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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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다 엄격한 측정이 요구되는 의사결정문제에 대해서는 비

방사적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인 방식은 양수의 값을 가진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들   DEA

의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적용되어왔고 음수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 

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산출(Portela et al 2004). 

변수는 매출액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부분은 최근 들, . 

어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순

이익도 감소하고 있기에 음수의 값을 다소 포함한다 투입 및 산출 . 

변수 데이터의 음수 값을 처리하는 데는 이 Banker et al.(1984)

제안한 모델이 가장 많이 사VRS (Variable  Returns to Scale) 

용된다하지만 이러한 모형의 경우 데이터 본래의 값이 아닌 변형

된 값과 단위를 사용해야만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Portela et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변형없이 상대적 효율al., 2004). 

성 측정이 가능한 비방사적 모델을 적용을 (Non-raial) DEA-SBM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변형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을 아래와 같이 식 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SBM (4) . p* 인 =1 

경우 DMU(xo, y0 는 상대적 효율성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비효율) . 

적인 DMU DMU(xo, y0 는 식 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비효율) (5) . 

적인 DMU(xo, y0 초과 입력 값을 삭제하고 산출 값의 부족분을 ) 



- 26 -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여기서 초과 입력값과 산출, 

값의 부족분을 슬랙 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작업을 (slack) . 

이라고 한다SBM-Projection . (Tone, 2002)

식 (4)

          %- ! DEF G *3F 8 식.H/
,- ! IE

F G *G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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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모수 통계 검정3.4 

3.4.1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 (Spearman’s Rank Correlation)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는 측정형 또는 분   

류형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자료의 순위 값에 의하여 계산하는 순

서형 및 분류형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계산한다 데이터의 값 대신 . 

순위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상관계수이며 데이터를 서열 순서로 변

환하여 순위를 이용해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두 개의 표본. 

들 간의 상관관계의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표본(sample) , (sample) 

크기가 작을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Herlock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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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모형 설정4

본 연구에는 원자력발전소 부품 공급사들의 경영효율성을 측정   

하여 현재 납품 실태와 비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와 . < 2>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고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공급사들의 경, 

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부품납품 계약금액과 기업규모는 국내 원. 

자력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 ) 

자료들로 구성하였다 도출된 데이터들은  . Spearman's Rank-Order 

을Correlation 통해서 서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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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효율성4.1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사적 모형 대   

신 비방사적 모델을 적용하였다 모델을 사(Non-raial) DEA . DEA 

용하는 주된 목적은 가장 효율성이 높은 를 기준으로 하여 의DMU

사결정단위들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에 . , 

잘 부합하는 비방사적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원자력발전소 공급사

의 공급망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모델을 이용하여 효율. DEA 

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투입지향모형 과 Input-Oriented( )

산출지향모형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이 된다 투Output-Oriented( ) . 

입지향의 주목적은 산출량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투입량을 변화

시켜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산출지향의 주목적은 투입량을 ,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산출량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 공급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따라서 공급사들이 통제가 가능한 것은 산. , 

출변수들 보다는 투입변수들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투입지향 , 

모형을 이용한다DEA-SBM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투입변수를 직   

원수 자산 매출원가로 설정하고 산출변수는 당기순이익 매출액, , , 

으로 설정하였다 의사결정단위 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경우 . (DMU)

연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 개수가 투입 및 산출요소DMU

를 합한 숫자의 배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3 (Banker et al.,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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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효율성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 단위< 6> 

품목분류 기업명 DMU # Cluster #

보조기기

삼명사㈜ DMU1 Cluster 1
엘지전자 주식회사 DMU2 Cluster 1

성일에시아이엠㈜ DMU3 Cluster 1
한국차폐기술 주식회사 DMU4 Cluster 1
주식회사 현대호이스트 DMU5 Cluster 1
주식회사 유환 DMU6 Cluster 1

엔키이㈜ DMU7 Cluster 1

예비품

와이즈산전㈜ DMU8 Cluster 2
오르비스㈜ DMU9 Cluster 2
펠릭스테크㈜ DMU10 Cluster 2

칼텍실링테크 DMU11 Cluster 2
주식회사 씨앤앨 DMU12 Cluster 2

정비공사

에이스기전㈜ DMU13 Cluster 3
주식회사 삼신 DMU14 Cluster 3

삼공사㈜ DMU15 Cluster 3
서울검사㈜ DMU16 Cluster 3
대경기술 주식회사 DMU17 Cluster 3
세덕기전㈜ DMU18 Cluster 3
동양방식㈜ DMU19 Cluster 3

용역

앤스코㈜ DMU20 Cluster 4
주식회사 우진엔텍 DMU21 Cluster 4
주식회사제이스코리아 DMU22 Cluster 4
주식회사 유엠아이 DMU23 Cluster 4
고려검사주식회사 DMU24 Cluster 4

기기수리

주식회사 일진파워 DMU25 Cluster 5
신일전기㈜ DMU26 Cluster 5
주식회사 코아네트 DMU27 Cluster 5
주식회사 동양기업 DMU28 Cluster 5
주식회사 아이엔텍 DMU29 Cluster 5
진흥산업㈜ DMU30 Clus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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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산출 요소 선정4.1.1 , 

를 활용하여 효율성 측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투입변수와    DEA

산출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송동섭 외 은 제조산업 . (2001)

기업의 효율성 측정에 있어 종업원 수 고정자산 원재료비를 , , 

투입변수로 사용하였고 경상이익과 매출액을 산출변수로 선정하였다, . 

서욱환 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2011)

매출원가 운반비 순 현금화 사이클 타임 재고회전율을 투입변수로 , , , 

활용하였고 고객납입 평가점수와 매출액을 산출변수로 사용하였다, . 

투입 및 산출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표 로 정리하였다< 3> .       

본 연구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 공급사의 경영 DEA

효율성을 분석함이 목표이고 그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의 형태를 , 

띄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원자력 산업에 를 적용한 국내 . DEA

사례는 찾을 수 없었기에 원자력 산업과 유사점이 많고 단계가 높은 , 

제조업 물류기업에 관련한 연구를 조사하였다, . 

모델을 활용하여 원자력 공급망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DEA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 

모형에 기초하여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산정할 것이다SCOR . 

문헌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모형의 표 에 제시하는 항목들을 SCOR < 5>

모두 활용하여 투입 및 산출요소를 선정이 가능하나 너무 많은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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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출 변수를 사용시 모형의 판별능력이 낮아진다는 DEA

선행연구에 따라 일부 항목을 응용하여 제조업분야의 효율성 

측정연구와 접목하여 사용토록 하겠다(Banker et al., 1984; 

Boussofiane et al.,1991).

모형은 크게 신뢰성 유연성과 대응성 비용 자산 의    SCOR ‘ ’,‘ ’, ‘ ’, ‘ ’

성과지표 항목들로 나뉜다 이들 개 분야 중에서 원자력발전소 . 4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품 납품의 현실을 반영하여 변수를 , 

선정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포락분석법이 .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변수 측정의 용이성도 같이 감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개 분야 중에서 객관적으로    SCOR 4

수치화가 가능하여 효율성 측정이 가능한 비용 및 자산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추가적으로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 

중 표 를 참조하여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들로 투입 및 산출변수를 < 3>

구성하였다 투입변수는 매출원가 종업원수 총 자산으로 . , , 

선정하였고 산출변수는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선정되었다, , . 

선정된 투입변수들 중 매출원가는 제조 기업이 물품을 제조하는데    

수반되는 원재료 비용 제조경비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 

종업원 수는 기업내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이고 총 자산은 , 

기업의 고정자산 유 무형자산 재고자산 등이다 산출변수로 선정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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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 중 매출액 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판매한 재화 및 서비스를 

원화로 환산한 총 금액이고 당기순이익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통상적으로 계산할 때 총 이익에서 총 비용을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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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의 부품납품 금액 및 기업규모4.2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물자 공사 용역에 대한 공급 거래를 위   , , 

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 의 공급자로 ( )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원전 공급사들의 효율성을 . 

측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 주 의 원전부품 . , ( )

공급 유자격업체 유자격공급자 품목 분류에 따라 표 과 같이 ( ) < 6>

공급사 단위를 분류하여 개의 를 선정하였다 공급사 선정30 DMU . 

은 년 한국수력원자력 주 의 유자격공급자 들 중 등록된 품목2017 ( ) ‘ ’

의 수가 많은 업체 기준으로 하였다 선정된 공급사들의 부품납품 . 

실적에 대한 금액 정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 ) 

계약정보를 활용하였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물자 공사 용역에 대한 공급 거래를 위   , , 

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의 공급자로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본 ( ) .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모형을 국내 유일 원전운영사인 한DEA 

수원 주 를 고객으로 유자격공급자 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 ) ‘ ’

를 분석한다 그리고 원전 기자재 공급사들은 대부분 제조기업의 . , 

특성을 띄고 있으므로 다단계로 구성된 복잡한 공급망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차 공급사들의 효율성을 측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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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델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겠다 유자격공급자 에 대한 기. ‘ ‘

본정보는 한수원 내부정보를 이용하였고 추가 자료수집은 금융감, 

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해당년도 개별 재무상태(dart.fss.or.kr)

표를 참고하였고 연도별 종업원 수 등의 자료는 국내 최대의 기업, 

정보제공 서비스인 에서 공시된 수치자료를 발췌하였다‘Kis-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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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설정4.3 

기존의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형록 등 은 건설 . (2010)

산업에서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해 도출한 

기업 운영효율성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창희 도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경영효율성과 (2017)

전체 효율성의 결과 값을 비교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 

연구에서는 원자력 부품 공급사의 계약실적과 공급사 

경영효율성간에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가설 검정은    

을 통해서 서열들 간의 Spearman's Rank-Order Correlation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표 을 . < 8>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 38 -

가설 1 : 공급사 경영효율성과 부품납품 계약금액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

가설 공급사 경영효율성과 기업규모 간에는2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

가설 부품납품 계약금액과 기업규모 간에는3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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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급사 계약실적 경영효율성 자산총액 기준 순위 비교< 8> , , 

DMU 2013 2014 2015
C E A C E A C E A

DMU01 14 9.5 11 14 8 8 12 8.5 8
DMU02 1 9.5 1 1 8 1 1 8.5 1
DMU03 5 23 3 3 22 3 3 8.5 3
DMU04 25 27 19 24 24 18 21 21 18
DMU05 11 25 8 11 26 7 11 24 7
DMU06 23 20 22 26 8 24 26 8.5 20
DMU07 2 9.5 2 2 8 2 2 8.5 2
DMU08 6 9.5 7 7 8 6 7 8.5 6
DMU09 16 9.5 12 18 8 10 19 27 12
DMU10 7 9.5 6 6 18 4 5 8.5 4
DMU11 20 29 18 19 27 16 18 23 15
DMU12 28 9.5 26 30 8 27 30 8.5 27
DMU13 9 9.5 23 9 8 23 8 8.5 24
DMU14 26 9.5 29 23 25 28 24 20 28
DMU15 3 9.5 9 4 8 11 4 8.5 10
DMU16 8 26 15 8 28 12 9 28 11
DMU17 24 9.5 27 25 21 25 20 8.5 26
DMU18 30 9.5 30 28 8 30 28 8.5 30
DMU19 10 21 13 10 23 13 10 8.5 13
DMU20 17 9.5 16 17 8 17 16 19 16
DMU21 18 28 10 16 29 9 15 26 9
DMU22 19 9.5 28 22 8 29 22 8.5 29
DMU23 21 22 14 21 20 15 23 25 17
DMU24 13 9.5 17 12 19 19 17 29 19
DMU25 4 24 5 5 17 14 6 22 14
DMU26 15 30 4 15 30 5 14 30 5
DMU27 27 9.5 24 27 8 22 27 8.5 23
DMU28 12 9.5 20 13 16 21 13 17 22
DMU29 29 9.5 25 29 8 26 29 8.5 25
DMU30 22 19 21 20 8 20 25 18 21

* C : The ranks based on contract price
  E : The ranks based on management efficiency
  A : The ranks based on overal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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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과5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사들   

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외에도 연도별 효율성의 변동성을 살펴보

기 위해 년도부터 년도 까지 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였2012 2015 3

다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에서 제공하는 개별 재무상태표를 참고하였고 재(dart.fss.or.kr) , 

무상태표에서 구할 수 없었던 자료는 국내 최대의 기업정보제공 

서비스인 키스라인 에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Kis-line) . 

앞서 선정한 투입 및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비방사적 자료포락   

분석법을 이용하여 공급사 경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기업의 입장. 

에서는 투입요소가 산출요소 보다 더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산출량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투입량을 변화시켜야 . 

하는지가 파악 가능한 투입지향 모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서로 . 

다른 규모의 기업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단위가 최적생산

규모에서 운영된다는 규모수입불변 가정보다는 가변적 규모(CRS) 

의 수익성 를 가정하여 효율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VRS) . 

서 사용된 분석도구인 는 산출요소에서 음수값을 MaxDea Ultra 6

다룰 때 기본적인 방법 로 (Default Method) Tone (2002)이 제시한 

비방사적 을 사용토록 제시한다S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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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의사결정단위들의 년부터 년까지 년간의 데   30 2012 2015 3

이터를 수집하였다 을 이용하여 투입 및 산출요. R version 3.3.3

소로 사용된 값들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여 표 에 정리하였다< 9> . 

대상 기업들의 평균 종업원 수는 명이고 년간 연평균 매출1,395 , 3

액은 백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매출원가는 매출액 대비 평783,612 . 

균 로 제조원가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원가 80% . , 

대비 당기순이익은 평균 정도로서 개 기업이 0.5% , 30– 년도2012

부터 년도가지 평균적으로는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 .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도 을 이용하였다   R version 3.3.3 .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두 변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고 판단될 수 있고 모델을 이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DEA 

기에 적합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강화( , 2016).

표 투입 및 산출요소의 기술통계량 년 년< 9> (2013 ~ 2015 )

투입요소 산출요소

종업원수
명( )

매출원가 
백만원( )

총자산 
백만원( )

당기순이익 
백만원( )

매출액 
백만원( )

평균값 1,395.00 783,612 882,900 -5,726 974,622

최대값 37,942.00 23,749,768 26,280,000 29,680 29,556,368

최소값 6.00 595 55 -355,800 6

표준편차 6,904.03 4,104,194 4,636,834 45,738 5,113,634

중간값 87.00 10,929 14,320 532.5 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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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년< 10-1> (2013 ) 

DMU # Cluster 종업원수 매출원가
백만원( )

총자산
백만원( )

당기순이익
백만원( )

매출액
백만원( )

DMU1 Cluster 1 87 17099 14777 21034 6

DMU2 Cluster 1 37,942 21,761,252 24,971,082 189,077 27,095,564 

DMU3 Cluster 1 240 73356 86795 3411 83,597 

DMU4 Cluster 1 30 4028 9001 23 5,514 

DMU5 Cluster 1 73 20,171 29,425 572 24,051 

DMU6 Cluster 1 18 5,233 3,325 661 6,290 

DMU7 Cluster 1 208 152,080 248,826 16,617 170,569 

DMU8 Cluster 2 259 33,373 38,897 5,370 48,743 

DMU9 Cluster 2 51 7,604 20,398 827 11,868 

DMU10 Cluster 2 93 35,684 41,576 3,249 44,207 

DMU11 Cluster 2 87 7,127 9,364 495 9,743 

DMU12 Cluster 2 9 758 1,645 144 1,175 

DMU13 Cluster 3 432 24,562 2,881 5,189 32,997 

DMU14 Cluster 3 49 4,006 135 194 4,451 

DMU15 Cluster 3 180 97,551 27,622 5,209 117,168 

DMU16 Cluster 3 565 32,727 13,815 2,047 37,145 

DMU17 Cluster 3 80 3,044 1,504 ]691 5,882 

DMU18 Cluster 3 48 595 55 55 737 

DMU19 Cluster 3 160 21,795 16,954 950 28,274 

DMU20 Cluster 4 108 5,953 10,977 2,959 10,989 

DMU21 Cluster 4 173 7,334 26,035 117 10,605 

DMU22 Cluster 4 27 7,222 437 646 9,890 

DMU23 Cluster 4 74 5,494 14,258 375 8,736 

DMU24 Cluster 4 170 12,905 9,741 1,565 19,819 

DMU25 Cluster 5 497 97,252 51,061 4,439 105,327 

DMU26 Cluster 5 114 15,172 51,167 366 16,644 

DMU27 Cluster 5 26 923 2,780 78 3,217 

DMU28 Cluster 5 39 20,139 4,721 2,136 22,951 

DMU29 Cluster 5 6 613 1,844 21 861 

DMU30 Cluster 5 15 5,994 4,246 345 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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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년< 10-2> (2014 )

DMU # Cluster 종업원수 매출원가
백만원( )

총자산
백만원( )

당기순이익
백만원( )

매출액
백만원( )

DMU1 Cluster 1 87 16,591  14,383 26,678 248 
DMU2 Cluster 1 37,942 23,749,768 26,282,313 154,453 29,556,368 
DMU3 Cluster 1 240 118,399 94,386 3,952 130,740 
DMU4 Cluster 1 30 4,181 10,018 53 5,790 
DMU5 Cluster 1 73 18,527 28,039 3,657 21,973 
DMU6 Cluster 1 18 2,986 2,849 625 4,083 
DMU7 Cluster 1 208 186,702 282,524 6,039 207,894 
DMU8 Cluster 2 259 32,182 44,063 4,817 47,553 
DMU9 Cluster 2 51 7,752 22,034 717 12,537 
DMU10 Cluster 2 93 46,605 61,536 476 57,796 
DMU11 Cluster 2 87 8,056 13,955 967 10,817 
DMU12 Cluster 2 9 617 1,698 110 943 
DMU13 Cluster 3 432 28,696 3,053 6,146 38,962 
DMU14 Cluster 3 49 5,743 559 225 6,212 
DMU15 Cluster 3 180 94,994 21,003 4,757 111,989 
DMU16 Cluster 3 565 33,824 19,215 3,058 39,789 
DMU17 Cluster 3 80 2,974 1,910 1,127 4,364 
DMU18 Cluster 3 48 1,475 87 129 1,746 
DMU19 Cluster 3 160 23,236 17,988 969 28,960 
DMU20 Cluster 4 108 8,854 13,668 1,916 13,536 
DMU21 Cluster 4 173 10,140 26,176 561 13,755 
DMU22 Cluster 4 27 7,316 274 473 9,776 
DMU23 Cluster 4 74 6,498 14,839 469 10,045 
DMU24 Cluster 4 170 13,787 9,424 324 19,308 
DMU25 Cluster 5 497 51,728 15,373 4,659 64,884 
DMU26 Cluster 5 114 12,445 51,580 336 15,248 
DMU27 Cluster 5 26 1,748 3,258 76 3,202 
DMU28 Cluster 5 39 16,197 3,898 188 18,575 
DMU29 Cluster 5 6 812 1,865 28 1,115 
DMU30 Cluster 5 15 8,988 5,435 555 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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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년< 10-3> (2015 ) 

DMU # Cluster 종업원수 매출원가
백만원( )

총자산
백만원( )

당기순이익
백만원( )

매출액
백만원( )

DMU1 Cluster 1 87 19258 16691 29684 320
DMU2 Cluster 1 37,942 22,729,158 25,866,375 -355,839 28,368,428
DMU3 Cluster 1 240 90745 77903 11093 110,757
DMU4 Cluster 1 30 6,766 10620 109 8,911
DMU5 Cluster 1 73 18,764 38,265 79 22,665
DMU6 Cluster 1 18 2,818 5,486 1,167 4,174
DMU7 Cluster 1 208 218,289 282,384 1,722 235,846
DMU8 Cluster 2 259 31,513 44,407 3,758 46,814
DMU9 Cluster 2 51 8,908 20,111 -1,411 10,483
DMU10 Cluster 2 93 52,079 67,715 2,238 65,035
DMU11 Cluster 2 87 8,422 15,865 392 12,148
DMU12 Cluster 2 9 807 1,532 -172 807
DMU13 Cluster 3 432 34,504 3,381 5,835 44,924
DMU14 Cluster 3 49 6,189 836 510 7,465
DMU15 Cluster 3 180 93,330 21,686 7,419 108,683
DMU16 Cluster 3 565 36,609 20,898 1,542 40,962
DMU17 Cluster 3 80 5,643 1,670 1,377 9,741
DMU18 Cluster 3 48 3,000 121 335 3,947
DMU19 Cluster 3 160 24,726 19,861 1,332 34,629
DMU20 Cluster 4 108 10,408 14,666 2,362 15,201
DMU21 Cluster 4 173 11,129 25,350 247 15,646
DMU22 Cluster 4 27 5,939 530 405 8,386
DMU23 Cluster 4 74 5,120 14,602 196 7,996
DMU24 Cluster 4 170 10,729 9,086 225 14,043
DMU25 Cluster 5 497 54,378 18,171 3,253 63,694
DMU26 Cluster 5 114 12,872 60,584 90 15,695
DMU27 Cluster 5 26 1,847 3,746 330 3,969
DMU28 Cluster 5 39 13,798 4,536 638 15,860
DMU29 Cluster 5 6 809 1,790 39 1,076
DMU30 Cluster 5 15 3,612 5,323 250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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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효율성 분석결과5.1 

본 연구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유자격공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망   

의 효율성을 측정 및 분석하여 가설검정에 사용하고 그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개 클러스터 품목분류. 5 ( ) 

개의 의사결정단위 공급사 를 대상으로 하였다30 ( ) .

총 개 연도의 평균적인 효율성 값은 으로 비교적 효율적   3 0.823

으로 나타났다 년도 전체 공급사 평균 효율성은 . 2013 0.831, 2014

년 년에 로 나타나 비교적 효율적인 것으로 판0.828, 2015 0.810 

단된다 연도별 효율성 결과에 따르면 년도부터 공급망 효율. , 2013

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기업. 

들의 주요 고객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 이 위변조 사건 이후 대폭 ( ) 

강화된 품질검사 절차로 인해 공급사들의 비용적 부담이 가중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추가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 내부. ( ) 

절차 강화에 따라 입찰공고의 유찰률이 년 보다 년에 2011 2014

포인트 증가하면서 공급사들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42%

로 추측된다 맥킨지( ,2014).

효율성 측정결과를 정리하면 표 과 같다 총 개의 의사   < 11> . 30

결정 단위들 가운데 음영이 들어간 DMU 1, DMU 2, DMU 7, 

DMU 8, DMU 12, DMU 13, DMU 15, DMU 18, DMU 22, D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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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개의 의사결정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효율27, DMU 29 11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서 과 같은경우는 . DMU 6 

년도에 상대적 효율성이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 년과 2013 , 2014

년도에는 상대적 효율성이 높음으로 회복하였다 반대로 2015 . 

의 경우에는 년와 년도에 높은 효율성DMU 9, DMU 20 2013 2014

을 보였으나 년도에는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 

클러스터별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여 표 과 같이 정리했다   < 12> . 

클러스터별 효율성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가 나오는 것0.82

으로 상대적인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별 매년 .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가 년과 년도에 있어, <cluster 2> 2013 2014

서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났고 년도에는 이 가장 , 2015 <cluster 1>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개 연도 동안은 . 3 <cluster 2>, 

순서로 효<cluster 3>, <cluster 1>, <cluster 5>, <cluster 4> 

율성이 좋았으며 년과 년도 이후 년도에는 효율성, 2013 2014 2015

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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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을 이용한 효율성 분석 결과< 11> DEA-SBM

Cluster # DMU # 년2013 년2014 년2015

Cluster 1 DMU01 1.000 1.000 1.000

Cluster 1 DMU02 1.000 1.000 1.000

Cluster 1 DMU03 0.568 0.725 1.000

Cluster 1 DMU04 0.522 0.582 0.632

Cluster 1 DMU05 0.566 0.546 0.568

Cluster 1 DMU06 0.814 1.000 1.000

Cluster 1 DMU07 1.000 1.000 1.000

Cluster 2 DMU08 1.000 1.000 1.000

Cluster 2 DMU09 1.000 1.000 0.480

Cluster 2 DMU10 1.000 0.845 1.000

Cluster 2 DMU11 0.432 0.538 0.591

Cluster 2 DMU12 1.000 1.000 1.000

Cluster 3 DMU13 1.000 1.000 1.000

Cluster 3 DMU14 1.000 0.576 0.665

Cluster 3 DMU15 1.000 1.000 1.000

Cluster 3 DMU16 0.527 0.500 0.471

Cluster 3 DMU17 1.000 0.741 1.000

Cluster 3 DMU18 1.000 1.000 1.000

Cluster 3 DMU19 0.666 0.592 1.000

Cluster 4 DMU20 1.000 1.000 0.766

Cluster 4 DMU21 0.434 0.463 0.510

Cluster 4 DMU22 1.000 1.000 1.000

Cluster 4 DMU23 0.586 0.787 0.542

Cluster 4 DMU24 1.000 0.837 0.466

Cluster 5 DMU25 0.567 0.848 0.626

Cluster 5 DMU26 0.390 0.420 0.428

Cluster 5 DMU27 1.000 1.000 1.000

Cluster 5 DMU28 1.000 0.849 0.776

Cluster 5 DMU29 1.000 1.000 1.000

Cluster 5 DMU30 0.868 1.000 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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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정5.2 

앞서 제시한 연구 모형의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6 , 

분석을 통해 가설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1, 

가설 가설 에 해당하는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분2, 3 . 

석프로그램은 을 사용하였다R version 3.3.3 .

분석을 통해 도출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한 결과는 표 와 같고 가설 이 이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부< 14> , 3 . 

품납품 계약금액과 기업 규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이용하여 . Wilcox Signed Rank test

도출한 결과는 표 과 같으며 가설 가설 가설 은 채택< 15> , 4, 5, 6

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영효율성 계약금액 기업규모의 분. , , , 

포는 동일하지 않고 부품납품 계약금액과 기업규모 간에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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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관관계 검정 결과 년 년< 12-1 > (2013 ~ 2015 )

(1) (2) (3)

(1)
Coefficient 1.00 -0.04 0.80**

P-value - 0.7289 0.0000
N 90 90 90

(2)
Coefficient -0.04 1.00 -0.19

P-value 0.7289 - 0.0660
N 90 90 90

(3)
Coefficient 0.80** -0.19 1.00

P-value 0.0000 0.0660 -
N 90 90 90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1) The ranks based on contract price
(2) The ranks based on management efficiency
(3) The ranks based on overall assets

표 상관관계 검정 결과 년< 12-2> (2013 )

(1) (2) (3)

(1)

Coefficient 1.00 -0.03 0.82**

P-value - 0.8619 0.0000

N 30 30 30

(2)

Coefficient -0.03 1.00 -0.30

P-value 0.8619 - 0.1055

N 30 30 30

(3)

Coefficient 0.82** -0.30 1.00

P-value 0.0000 0.1055 -

N 30 30 30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1) The ranks based on contract price
(2) The ranks based on management efficiency
(3) The ranks based on overal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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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관관계 검정 결과 년< 12-3> (2014 )

(1) (2) (3)

(1)

Coefficient 1.00 -0.10 0.79**

P-value - 0.5865 0.0000

N 30 30 30

(2)

Coefficient -0.10 1.00 -0.22

P-value 0.5865 - 0.2356

N 30 30 30

(3)

Coefficient 0.79** -0.22 1.00

P-value 0.0000 0.2356 -

N 30 30 30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1) The ranks based on contract price
(2) The ranks based on management efficiency
(3) The ranks based on overall assets

표 상관관계 검정 결과 년< 12-4> (2015 )

(1) (2) (3)

(1)

Coefficient 1.00 0.06 0.80**

P-value - 0.7407 0.0000

N 30 30 30

(2)

Coefficient 0.06 1.00 -0.13

P-value 0.7407 - 0.4971

N 30 30 30

(3)

Coefficient 0.80** -0.13 1.00

P-value 0.0000 0.4971 -

N 30 30 30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1) The ranks based on contract price
(2) The ranks based on management efficiency
(3) The ranks based on overal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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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5.3 

공급사의 상대적 효율성이 비효율적이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값들이 필요할 것이다 각 공급사가 효율적인 프로티어에 투사 했. 

을 때 투사 값 을 구하면 공급사가 상대적 효율성을 개(projection)

선시킬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 의 . , Tone(2002) DMU

초과 입력 값을 삭제하고 산출 값의 부족분을 증가시키는 방법으

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상대적 비효율을 띄고 있는 들의 슬랙들을 연도별로 구하DMU

여 표 와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지향 < 12> . 

모형을 이용한다 그 이유는 공급사들이 산출변수들 보DEA-SBM . 

다는 투입변수들에 대한 통제가 더 현실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

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 비효율 개선을 위한 슬랙도 투입. , DMU

변수들로만 구성하였다.

들이 상대적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면 각자가 개선 시켜 DMU

야 하는 값이 존재한다 표 는 연도별 들이 효율적인 프. < 13> DMU

론 티어에 투사 를 했을 때 투사 값과 실제 투입변수에 (projection)

사용된 값의 차이를 백분율 값으로 나타내고 있다 들 중에 . DMU

상대적 비효율성을 띄고 있는 것들을 음영으로 처리해 놓았다.

년도의 경우 은 종업원수의 명 매출원   2013 DMU 3 45%(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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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백만원 총자산의 백만원 을 감소시켜6%(4,072 ), 78%(67,680 )

야 효율적인 프론티어에 도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는 . DMU 5

년도에 종업원수의 명 매출원가의 백만원2013 35%(26 ), 6%(1,025 ), 

총자산의 백만원 을 감소해야만 효율적인 프론티어에 86%(25,400 )

도달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년도의 는 종업원의 . 2014 DMU 14

명 매출원가의 백만원 총자산의 백만26%(13 ), 18%(1,019 ), 66%(368

원 을 감소해야만 효율적인 프론티어에 도달가능할 것이다) .

제조업 산업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원가절감 총자산 감소를 통   , 

해 공급망 효율성을 개선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나 제. 

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감소는 매우 어려

울 것이다 정진구 는 내화물산업의 특성을 예로 들어 산업의 . (2011)

특성상 유보된 예비자금이나 부채가 총자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한 유보된 자금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원재료 구매제도 개선을 .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원재료 공급사를 다양화 시키고 기업내부의 . 

가격협상 역량을 강화하여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기존에 . 

원재료 무역 대리인에게 지불하던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한 예비자금과 부채의 감. 

소는 총자본의 감소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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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적 산업인 제조업에서 종업원의 감소는 장기적인 로드   

맵을 구성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 

대안은 주기적인 설비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해 장기적으로 종업원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최근 들어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기   (Aritificial Intelligence)

술의 도입을 검토하여 기존에 사람이 담당하던 분야를 자동화 할 

수 있다 이성독 은 제조업에 있어 인공지능 시스템의 적용에 . (2006)

관해 소개를 하였다 이를 응용하여 기업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하여 더욱 신속한 업

무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하고 . 

운영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인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하. 

지만 숙력된 인력을 보유한다는 가정 하에 인공지능의 도입은 기

존방식보다 인력수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업의 경영지원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경영 기법의  , 

도입은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인력수요를 줄이는데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내부 프로세스 혁신. (Process 

을 통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전사자원관리시스Innovation) , 

템 를 통한 사무자동화는 인력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다(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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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입력값에 대한 년도< 13-1> DMU Slack Movement (2013 )

DMU 종업원수 매출원가 총자산

DMU01 0% 0% 0%

DMU02 0% 0% 0%

DMU03 -45% -6% -78%

DMU04 -44% 0% -88%

DMU05 -35% -5% -86%

DMU06 0% -4% -51%

DMU07 0% 0% 0%

DMU08 0% 0% 0%

DMU09 0% 0% 0%

DMU10 0% 0% 0%

DMU11 -69% 0% -95%

DMU12 0% 0% 0%

DMU13 0% 0% 0%

DMU14 0% 0% 0%

DMU15 0% 0% 0%

DMU16 -88% -7% -45%

DMU17 0% 0% 0%

DMU18 0% 0% 0%

DMU19 -51% 0% -47%

DMU20 0% 0% 0%

DMU21 -80% 0% -86%

DMU22 0% 0% 0%

DMU23 -51% 0% -69%

DMU24 0% 0% 0%

DMU25 -67% -10% -52%

DMU26 -68% -15% -96%

DMU27 0% 0% 0%

DMU28 0% 0% 0%

DMU29 0% 0% 0%

DMU30 0% -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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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입력값에 대한 년도< 13-2> DMU Slack Movement (2014 )

DMU 종업원수 매출원가 총자산
DMU01 0% 0% 0%

DMU02 0% 0% 0%

DMU03 -15% -7% -60%

DMU04 -31% 0% -86%

DMU05 -38% -4% -90%

DMU06 0% 0% 0%

DMU07 0% 0% 0%

DMU08 0% 0% 0%

DMU09 0% 0% 0%

DMU10 -2% 0% -45%

DMU11 -53% 0% -81%

DMU12 0% 0% 0%

DMU13 0% 0% 0%

DMU14 -26% -18% -66%

DMU15 0% 0% 0%

DMU16 -86% 0% -63%

DMU17 -72% 0% 0%

DMU18 0% 0% 0%

DMU19 -57% 0% -63%

DMU20 0% 0% 0%

DMU21 -73% 0% -85%

DMU22 0% 0% 0%

DMU23 -46% 0% -14%

DMU24 -38% 0% -10%

DMU25 -27% 0% -19%

DMU26 -69% -3% -97%

DMU27 0% 0% 0%

DMU28 0% -8% -36%

DMU29 0% 0% 0%

DMU3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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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입력값에 대한 년도< 13-3> DMU Slack Movement (2015 )

DMU 종업원수 매출원가 총자산

DMU01 0% 0% 0%

DMU02 0% 0% 0%

DMU03 0% 0% 0%

DMU04 -7% -5% -94%

DMU05 -37% 0% -88%

DMU06 0% 0% 0%

DMU07 0% 0% 0%

DMU08 0% 0% 0%

DMU09 -41% -13% -95%

DMU10 0% 0% 0%

DMU11 -31% 0% -89%

DMU12 0% 0% 0%

DMU13 0% 0% 0%

DMU14 -36% -13% -39%

DMU15 0% 0% 0%

DMU16 -86% -6% -65%

DMU17 0% 0% 0%

DMU18 0% 0% 0%

DMU19 0% 0% 0%

DMU20 -10% 0% -59%

DMU21 -55% 0% -89%

DMU22 0% 0% 0%

DMU23 -43% 0% -90%

DMU24 -76% 0% -80%

DMU25 -78% 0% -33%

DMU26 -67% -4% -97%

DMU27 0% 0% 0%

DMU28 -2% -10% -54%

DMU29 0% 0% 0%

DMU30 0% 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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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및 시사점6

원자력 발전소는 국내 전력생산의 약 에 달할 만큼 중요한    50%

에너지 자원이다 특히 이러한 발전소 정비를 위한 자재 공급망의 .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내 원자력발전소 공급망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공급사들이 이탈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급사들로부터 조달되어. 

야 하는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해서 발전소 운영에 여러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맥킨지.( ,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방사형 자료포락분석 모델   (DEA-SBM) 

을 이용하여 국내 원자력발전소 공급망에 속한 공급사들의 효율성

을 측정하였고 공급사들의 납품 계약실적과 공급사 기업규모 효, , 

율성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공급사의 효율성 증. 

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델은 비방사적 모형이 . DEA-SBM 

투입과 산출의 슬랙을 반영함으로써 방사적 모형보다 엄격하게 효

율을 측정하고 따라서 보다 엄격한 측정이 요구되는 의사결정문제, 

에 대해서는 매우 적합하다 소순후( ,2011). 

년도부터 년도 까지 년간의 공급사와 관련된 데이터   2013 2015 3

를 기반으로 분석을 시행하였고 기존에 재무적인 지표들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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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도출되었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모형에 접목하여 도SCOR 

출하여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었다 추가적인 문헌연구를 통해. 

서 투입변수 종업원수 매출원가 총자산 와 산출변수 매출액 순이( , , ) ( , 

익 을 선정하였다 너무 많은 투입 및 산출 변수를 사용에 따른 모) . 

델의 판별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에 여러 선행연구를 참조하

여 제조업분야의 효율성 측정연구와 접목하여 사용했다.

측정결과로는 개 의사결정단위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   30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년 동안 평균적인 효율성은 . 3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발전소 공급망에 속한 공급사

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컨설팅 연구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맥킨(

지 개 의사결정 단위들 중에 개의 의사결정단위는 상, 2014). 30 11

대적 효율성이 높게 나왔고 일부 의사결정 단위는 연도별 효율성, 

이 상이한 것들도 있었다.

클러스터별 효율성 분석은 전반적으로 상대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 가 년과 년도 효율성에서 . 2 2013 2014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년도에는 클러스터 이 가장 높, 2015 1

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기타 클러스터들도 클러스터 과 . , 1

같은 상대적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상대적 효율성 측정결과는    

가설검증에 이용하여 부품 납품실적과 기업 경영효율성 기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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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관관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의 . , 

효율성과 납품실적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없는 것으로 나타

났고 기업의 납품실적과 기업규모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도출되었다 맥킨지 는 컨설팅 연구에 따르면 원자력발. (2013) , 

전소 납품 자격을 갖추기 위해 기업에게 매년 약 억여원 비용이 2

발생한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규모를 갖추지 않은 중. , 

소기업들에게 이와 같은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 

원자력발전소 납품 자격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맥킨지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공급사 의 확대를 위( , 2014). pool

해서 한국수력원자력 주 은 정책적인 수정을 통해서 경영효율성이 ( ) , 

높은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사 평가 및 자격등록 프로세스와 정책

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공급망의 공급사 운영 효율성의    

측정뿐만 아니라 기업운영에 비효율적인 측면의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상대적으로 비효율. 

성을 띄고 있는 의사결정단위별로 투입변수들의 조절을 통해서 운

영의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여 정리하였다 년. 2013

의 경우 평균적으로 종업원 수의 매출원가의 총자산 20%, 2%, 

를 감소시켜야 하고 년은 평균적으로 종업원 수의 28% , 201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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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의 총자산 의 감소 년은 평균적으로 종업원1%, 27% , 2015

수의 매출원가의 총자산의 의 감소이다 이와 같이 19%, 2%, 35% . 

투입변수들을 감소시킬 경우 공급사들은 상대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 공급망내 공급사들의 경영 효율   

성을 증대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한다 첫째 노동집약적인 산업 특성을 가진 공급사들은 장기적인 . , 

계획을 통해서 종업원 수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술 도입과 .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로 운영효율성 증대를 가져 줄 것이다. 

둘째 구매 부분에 혁신을 거듭하여 부채 감축을 시행하면 총자본 , , 

상승을 통한 상대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마. , 

케팅 분야에 혁신 역시 매출액 상승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는 기, 

업 운영의 상대적 효율성을 상승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모델의 특성상    . DEA

절대적인 효율성의 측정이 아닌 의사결정 단위들 간의 상대적 효, 

율성 비교만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의사결정단위의 상대적 효율성. 

이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은 공. Pend Wong et al(2007)

급망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재무정보 외에 배분율(Delivery 

와 주문충족률 등과rate) (Percentage of order fulfillment) 같은 특 

정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 



- 61 -

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들을 모델과 접목한 재무적인 정보SCOR 

로 구성이 되어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형과 접목하여    SCOR 

비재무적인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 고려도 필요하다 추가적인 설문. 

조사와 기업 내부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기업의 운

영효율성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 , 

클러스터를 본 연구에서 나눴던 것 보다 더욱 더 세부적으로 나눠

서 공급자 특성별로 적절히 나눠서 분석을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공급. , 

자 선정과 평가에도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자료포락분석법. 

을 이용하여 공급자 선정과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 공. 

급자 선정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기업 . 

경영효율성 개선방안을 활용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 과 공급사들 ( )

간에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 모색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원자력 발전소 공급자들의 경영 효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면 건전한 공급망이 형성될 것이, 

다 이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고 나아가서는 . , 

세계최고 운영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를 해외

에 수출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62 -

참 고 문 헌

고범석 모델을 이용한 국내 및 외국계 물류기업의 운(2013). "DEA

영형태별 효율성분석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동북아물류대학원." .

고석용 고완석 제품특성과 공급사슬 형태의 일치도 및 , . (2007). "

파트너쉽 관계가 공급사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29-34.

국우각 업종별 물류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관한 실증(2013). "

연구." 물류학회지제 권 제 호23 ( 1 ): 29-49.

김대기 우리 나라 기업의 성과에 관한 실증, et al. (2003). " SCM 

적 연구.“산업공학 (IE interfaces), 16(2): 167-173.

김동찬 옥영석 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효율성 and (2016). "DEA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329-330.

김명종 및 모형을 이용한 소매 대리(2015). "DEA DEA-WINDOW 

점의 정태적 동태적 효율성 평가/ ." 회계정보연구, 33(4): 249-276.



- 63 -

김창희 의 과 로 인한 서비스 (2017). "共有經濟 成長 金融危機 産業 

에 한 호텔 브랜드의 를 으로: ." 兩極化 關 硏究 生産性 變化 中心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희창 은행산업의 효율성 및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2012). " ." 

산업경제연구, 25(1): 365-386.

남인석 모형을 이용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 et al. (2008). "DEA 

상대적 효율성 분석."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31(1): 1-10.

맥킨지 원전 산업 공급구조 진단 종합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2013). . .

맥킨지 한수원 전사 공급망관리 컨설팅 보고서(2014). .

문종범 기법을 활용한 국내 주요 공항의 효율성 분석(2006). "DEA ."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2006: 1-1.

문하나 민대기 를 이용한 and (2016). Two-stage Network DEA

국내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분석, 대한산업공학회.



- 64 -

박경종 오형술 병원의 진료 서비스 공급 사슬 모델링을and (2008). "  

위한 모델의 적용SCOR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31(4): 10-20.

박광오 혁신성과 기업간 의존도가 정보품질 및 파트너십 . (2010). 

품질을 통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SCM . .

박만희 부트스트랩 를 이용한 공기업 효율성 분석(2015). " DEA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475-487.

박성원 국내 운송 서비스 기업의 네트워크 효율성 측정에 (2017). 

관한 연구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박진규 김판수 모형을 통한 철강유통산업and (2017). "DEA AHP 

에서의 공급업체 선정."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40(2): 51-59.

박철수 와 결합모형을 통한 은행의 효율성 평가(2003). "ANP DEA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5(4): 267-278.

박현준 하 강 심 을 이용한 국내 로봇산업의 , . . . (2017). "DEA-SBM

경영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요소를 중심으로: ." 산업혁신연구, 

33(2): 25-48.



- 65 -

배세영 우리나라 시 도별 투자의 효율성 및 유효성 (2012). " · R&D 

분석 를 중심으로- Network DEA ." 한국지역경제연구, 22: 87-106.

배세영 김희창 를 이용한 and (2017). "Dynamic-Network DEA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효율성 분석." 보험학회지, 109(0): 103-138.

서광규 하이브리드 와 모델을 이용한 상장 디스플레이(2012). " ANP DEA  

기업의 효율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1): 295-302.

서욱환 임성묵 를 이용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and (2011). "DEA 

공급사슬 성과측정." 한국 학회지SCM , 11(2): 75-85.

소순후 비방사적 모형을 이용한 지역전략산업 기술개(2011). " SBM 

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산업경제연구, 24(2): 1169-1188.

송동섭 김재준 전후시점의 제조업의 효율성 분석과, & . (2001). IMF  

기술변화 측정. 중소기업연구, 23(4), 265-290.

신혜경 홍유신 모델과 만족도 함수를 이용한 , & . (2007). SCOR 

공급 사슬의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연구.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6(1), 155-170.



- 66 -

안소영 원두환 수력발전에 대한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and (2015). " ." 

에너지경제연구, 14(1): 65-85.

안현실 에너지 없는 혁명도 있나(2017). . 한국경제.

오승철 안영효 와 생산성지수를 이and (2013). "DEA Malmquist 

용한 종합물류인증기업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로지스틱스연구, 

21(2): 93-112.

유금록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평가. (2009).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 73-98.

윤재홍 이정념 를 적용한 성과측정지표의 and (2005). "BSC SCM 

개발 및 그의 효과." 한국생산관리학회지, 16(3): 81-108.

이규석 (2016). Comparative Study on Supply Chain 

Complexity Management Efficiency of Global Automobile 

석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Companies. , .

이상연 사회적 기업의 자료포락분석 을 통한 경, et al. (2017). " (DEA)

영효율성 평가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40(2): 121-128.



- 67 -

이성독 특집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응용(2006). " : ." 정보과학회지, 

24(9): 84-86.

이윤 안영효 와 생산성지수를 이용and (2011). "DEA Malmquist 

한 한국의 주요 국가산업단지 운영 효율성 분석." 한국지역개발학

회지, 23(5): 95-117.

이정호 류춘호 공급업체평가를 위한 모형의 확and (2008). " DEA 

장."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876-882.

이정호 모형의 확장에 관한 연구(2010). "DEA ." 한국생산관리학회

지, 21: 157-176.

이정호 공급사슬네트워크에서 공급자 선정 방법에 관한 (2016). "

연구." 물류학회지, 26: 55-64.

이정호 공급사슬네트워크에서 공급자의 서비스품질 측정(2017). "

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27(3): 55-65.

이정호 류춘호 공급업체평가를 위한 모형의 확장and (2008). " DEA ."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876-882.



- 68 -

이태휘 여기태 비방사적 모형을 활용한 외항해and (2015). " DEA 

운기업의 경영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1(1): 37-49.

임동진 김상호 를 통한 지방정부의 생산성 측정and (2001). "DEA ." 

한국행정학보. 34(4): 217-234.

임성묵 비방향 게임 교차효율성을 이용한 공급업체 (2015). " DEA 

선정방법.“산업경영시스템 학회지, 38(2): 108-119.

정지환 모형에 기반한 새로운 제조협업의 , et al. (2010). "SCOR 

협력적 성과지표 개발 및 측정."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5(1): 

157-171.

정진구 모형을 이용한 국내 내화물업체의 상, et al. (2011). "DEA 

대적 효율성 분석." 대한경영학회지, 24(4): 2015-2034.

조만옥 를 이용한 경영전략 분석, et al. (2017). "Network DEA ."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 학술대회 논문집, 4772-4787.

최강화 항공서비스품질을 고려한 미국 항공사 간의 효율(2016). "

성 분석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DEA ."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4(4): 

57-71.



- 69 -

황경연 구종순 모델을 활용한 국내 and (2016). "Network DEA 

및 외국계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효율성 비교 분석." 무역연구, 

12(1): 215-234.

황상익 핵발전소 그 신화를 벗긴다(1991). " , ." 월간말 : 164-171.

개념과 모델Hyekyeong, S. and H. Yushin (2005). BSC SCOR 

을 이용한 공급사슬의 성과 측정 및 관리(Ver. 7.0) , 한국경영과학회 .

해외 연구

(2007). Modeling Data Irregularities and Structural 

Complexit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Boston,MA, 

Springer US : Boston,MA.

Badiezadeh, T., et al. (2017). "Assessing sustainability of 

supply chains by double frontier network DEA: A big data 

approach.“ Computers & Operations Research.

Banker, R. D., & Morey, R. C. (1986). The use of 

categorical variabl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32(12), 1613-1627.



- 70 -

Beamon, B. M. (1999). "Measuring supply chain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19(3): 275-292.

Boussofiane, A., et al. (1991). "Applied data envelopment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52(1): 1-15.

Camp, R. C. (1989). Benchmarking: the search for industry 

best practices that lead to superior performance. In 

Benchmarking: the search for industry best practices that 

lead to superior performance. ASQC/Quality Resources.

Chang, Y.-T., et al. (2013). "Environmental efficiency 

analysis of transportation system in China: A non-radial 

DEA approach.“ Energy Policy. 58: 277-283.

Changhee, K., et al. (2016). "Driving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Mobile Industry: Evidence 

from U.S. Wireless Carriers." Sustainability. 8(7): 659.

Charnes, A., et al. (1978).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6): 429-444.



- 71 -

Chen, C. and H. Yan (2011). "Network DEA model for 

supply chain performance evaluation."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13(1): 147-155.

Cheng, G., et al. (2013). "A variant of radial measure 

capable of dealing with negative inputs and output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25(1): 100-105.

Cook, W. D. and R. H. Green (2005). "Evaluating power 

plant efficiency: a hierarchical model.“ Computers and 

Operations Research, 32(4): 813-823.

Cook, W. D., et al. (2014). "Data envelopment analysis: 

Prior to choosing a model." Omega, 44: 1-4.

Cook, W. D. and J. Zhu (2007). "Within-group common 

weights in DEA: An analysis of power plant efficiency."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78(1): 207-216.

Cooper, W. W. (1999). Data Envelopment Analysis : A 

Comprehensive Text with Models, Applications, References, 

and DEA-Solver Software. L. M. Seiford, K. Tone and 

Springer Link, Boston, MA : Springer US.



- 72 -

Deng, G., et al. (2016). "Provincial water use efficiency 

measurement and factor analysis in China: Based on 

SBM-DEA model." Ecological Indicators, 69: 12-18.

De Toni, A., & Tonchia, S. (2001).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models, characteristics and 

meas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21(1/2), 46-71.

Emrouznejad, A., Banker, R., Lopes, A. M., & de Almeida, 

M. R. (2014). Data envelopment analysis in the public 

sector.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s, 48(1), 2-3.

Färe, R. and S. Grosskopf (2000). "Network DEA."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s, 34(1): 35-49.

Flynn, B. B., Huo, B., & Zhao, X. (2010). The impact of 

supply chain integration on performance: A contingency 

and configuration approach.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28(1), 58-71.



- 73 -

Gunasekaran, A. and B. Kobu (2007). "Performance 

measures and metrics in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a review of recent literature (1995 2004) for –

research and ap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45(12): 2819-2840.

Herlocker, J. L., Konstan, J. A., Borchers, A., & Riedl, J. 

(1999, August). An algorithmic framework for performing 

collaborative filtering. In Proceedings of the 22nd annual 

international ACM SIGIR conferenc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ion retrieval (pp. 230-237). ACM.

Hervani, A. A., Helms, M. M., & Sarkis, J. (2005). 

Performance measurement for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Benchmarking: An international journal, 

12(4), 330-353.

Hatami-Marbini, A., et al. (2011). "A taxonomy and review 

of the fuzzy data envelopment analysis literature: Two 

decades in the making."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14(3): 457-472.



- 74 -

Izadikhah, M., et al. (2017). "How to assess sustainability of 
suppliers in volume discount context? A new data 
envelopment analysis approach." Transportation Research 
PartD : Transport and Environment, 51(Supplement C): 102-121.

Kaplan, R. S., & Norton, D. P. (1997). Why does business 

need a balanced scorecard?. Journal of cost management, 11, 5-11.

Kaplan, R. S., & Norton, D. P. (2007). Balanced scorecard. 

Das Summa Summarum des Management, 137-148.

Kerstens, K. and I. Van de Woestyne (2011). "Negative data 

in DEA: a simple proportional distance function approach." 

The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62(7): 1413-1419.

Kim, C. and S. W. Kim (2015). "A Mathematical approach 

to supply complexity management efficiency evaluation for 

supply chain." Mathematical Problems in Engineering, 2015.

Kusrini, E. and N. A. Masruroh (2016). Designing 

Performance Measurement For SupplyChain's Actors And 

Regulator Using Scale Balanced Scorecard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IOP Conference Series: Materials 

Scienceand Engineering, IOP Publishing.



- 75 -

Lewis, H. F. and T. R. Sexton (2004). "Network DEA: efficiency 

analysis of organizations with complex internal structure." 

Computers and Operations Research, 31(9): 1365-1410.

Banker, R. D., et al. (1984).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30(9): 1078-1092.

Liang, L., et al. (2006). "DEA models for supply chain 

efficiency evaluation." Annals of Operations Research, 145(1): 35-49.

Lima-Junior, F. R. and L. C. R. Carpinetti (2016). 

"Combining SCOR® model and fuzzy TOPSIS for supplier 

evaluation and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174: 128-141.

Liu, J., et al. (2000).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to 

compare suppliers for supplier selection and performance 

improvement." Supply Chain Management : An International 

Journal, 5(3): 143-150.

Liu, J. S., Lu, L. Y., Lu, W. M., & Lin, B. J. (2013). Data 

envelopment analysis 1978 2010: A citation-based literature –

survey. Omega, 41(1), 3-15.



- 76 -

Liu, X., et al. (2017). "DEA cross-efficiency evaluation 

considering undesirable output and ranking priority: a case 

study of eco-efficiencyanalysis of coal-fired power plant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42(Part 2): 877-885.

Narasimhan, R., et al. (2001). "Supplier evaluation and 

rationalization via data envelopment analysis: an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37(2): 28-37.

Neely, A., et al. (1995).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design: a literature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15(4): 80-116.

Mentzer, J. T., et al. (2001). "Defining supply chain 

management."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22(2): 1-25.

Peng Wong, W. and K. Yew Wong (2007). "Supply chain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using DEA modeling."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107(3): 361-381.



- 77 -

Portela, M. C. A. S., et al. (2004). "Negative Data in DEA: A 

Directional Distance Approach Applied to Bank Branches." The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55(10): 1111-1121.

Sağlam, Ü. (2017). "A two-stage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for efficiency assessments of 39 state’s wind power 

in the United States."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146(Supplement C): 52-67.

Sherman, H. D. (1984). Hospital efficiency measurement 

and evaluation: Empirical test of a new technique. Medical 

care, 22(10), 922-938.

Stewart, G. (1995). “Supply chain performance 

benchmarking study reveals keys to supply chain 

excellence.” Logistics Information Management, 8(2), 38-44.

Stewart, G. (1997). "Supply-chain operations reference 

model (SCOR): the first cross-industry framework for 

integrated supply-chain management." Logistics information 

management, 10(2): 62-67.



- 78 -

Sueyoshi, T., et al. (2013). "DEA window analysis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in a dynamic time shift: 

Performance assessment of U.S. coal-fired power plants." 

Energy Economics, 40(Supplement C): 845-857.

Tone, K. (2002). "A slack-based measure of super-efficiency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42(1): 32.

Wang, J. and T. Zhao (2017). "Regional energy-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investment strategy for China's non-ferrous metals 

industry: a non-radial DEA based analysi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63(Supplement C): 187-201.

Wang, Q., et al. (2017). "Addressing the efficiency of the core 

ecological industrial chain: A DEA approach."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56(Supplement C): 235-243.

Weber, C. A. (1996). "A data envelopment analysis 

approach to measuring vendor performance." Supply Chain 

Management : An International Journal, 1(1): 28-39.



- 79 -

Yoo, S.-C., et al. (2017). "An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global major airports using two-stage network DEA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45(1): 65-92.

Zhu, J. (2014). Quantitative models for performance 

evaluation and benchmarking : data envelopment analysis 

with spreadsheets, Springer.



- 80 -

Abstract

Measuring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Suppliers of Nuclear Power Plants 

in South Korea 
: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Lee, Kwangwon
Operation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measure the comparative efficiency of 

suppliers in supply chain of nuclear power plants in South Korea. 

Outcomes of the comparative efficiency would be measured for 

correlation with the amount of parts contracts.

   Although nuclear power plants contribute to approximately half 

of electricity supply in South Korea, there are few research 



- 81 -

regarding supply chains of Korean nuclear power plant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quires tremendous energy 

and nuclear power plants are the right solution to it. Additionally, 

nuclear power plants are the green energy that has almost zero 

CO2 emission. Due to recent difficulties on procurement of 

maintenance parts, realigning the supply chains of nuclear power 

plant are the essential.

   Therefore,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compare efficiency of 

suppliers in supply chains of nuclear power plants by engrafting 

Supply Chain Operation Reference to it. Thu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guidance to improve efficiency of 

suppliers and to propose nuclear power plants operator to make 

suitable policy.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has been used to calculate 

comparable efficiency of suppliers and Spearman’s Signed-Rank 

test has been used to test statistical correlations among the 

amount of parts contract, the size of supplier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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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efficiencies. 

   Overall efficiencies of suppliers are fine and operations 

performances are comparably decent.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uppliers, it is necessary to reduce employees, cost, 

total assets. Detailed guidence are suggested in this research.

   Outcomes of DEA measurement are used to test hypotheses. 

Spearman’s Signed-Rank test is used to measure correletion 

between the amount of parts supply contract and comparable 

efficiencies of suppliers. In result, there is significent cor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part supply contract and the size of 

company. That is because of the cost that is accompained to 

maintain the status of nuclear power plants supplier, which small 

business companies are hard to afford. Thus, the policy to 

encourage comparative small business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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