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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업 운 에 있어 효율성은 늘 요한 성과지표로 인식되어왔다. 이에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은 

기업이 투입하는 자원과 산출량을 리하는 것이고, 이는 동종 산업 내의 타 기업과 비교할 수 있

게 해 주는 장 을 제공하 다. 이러한 효율성 측정에 일반 으로 리 사용되는 방법은 자료포락

분석이며, 해당 방법론은 기업의 효율성 측정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용성이 검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30개의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한 논문을 상으로 해당 

문헌의 연구 기법, 의사결정단 의 특성, 투입 변수와 산출 변수의 특성  시사 에 해 살펴본

다. 이를 통해, 재 국내의 효율성 분석의 동향을 악하고, 나아가 각 효율성 분석 논문의 시사

을 통해, 국내의 효율성 분석의 주소를 악하는 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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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간 기업의 효율성 측정

본 연구에서는 Google Scholar에서 ‘자료포락분석’, 혹은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로 검색한 결과 , 학술 논문만을 상으로 인용 횟수/조회수 기  상  30개의 문헌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검색 결과 ,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는 아래 <표 1>과 같았다.

연구자 연구기법 DMUs 투입변수 산출변수

강다연과 

이기세

(2019)

CCR, BCC, 

Super-Efficiency 

Model

인증우수물류기업  

업이익의 기  

상  15개 기업

자본; 매 리비; 

종업원 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김병철 

(2019)

DEA Radial, 

Non-radial, 

Supper-Efficiency 

Model

10개 국내 

손해보험사
사업비 업이익

김 정 

(2019)

CCR, BCC,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52개 기공사업 

기업

총자본; 인건비; 

매비와 리비
매출액; 업이익

김 정 외 

(2019)
CCR, BCC 300개 문건설업체

총자본; 인건비; 

비
매출액; 업이익

서한결 외 

(2019)

CCR, BCC, SSBM, 

Bootstrap DEA

OECD 30개 국가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 바스켓(3개 변수: 

30calls/100MB; 

300calls/1GB; 

900calls/2GB)

단말기가격(2개 변수: 

Premium phone; 

Basic phone)

이동통신품질(3개 변수: 

4G다운로드속도; 

4G 커버리지; 

무선가입자비율)

이동통신서비스활용정도

(2개 변수: 마이크로 

모먼츠; 의존도)

오세웅과 

김오섭 

(2019)

CCR, BCC 352개 사회 기업
자산; 정부지원 ; 

유 근로자 평균임

취약계층근로자수;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이기세 외 

(2019)
CCR, BCC 12개 고성장 IT기업

Employee person; 

Total capital; 

Labor cost

Total sales; 

Operating profit

계롱과 

유한주 

(2019)

Multi-stage DEA 

process (2 Stages), 

DEA/Shannon’s 

Entropy 

Combination Model

2017년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  

조사 상 284개 

업체  방산업체

자산; 종업원 수

간변수:

공 사납기달성율;

공 사검사양호율;

사용자만족비율

산출변수:

매출액; 업이익

한용희 

(2019)

CCR, BCC, 

Super-Efficiency 

Model

46개 한식 

랜차이즈 랜드
기투자비용

신규 가맹  수; 

랜차이징 업력; 

가맹 별 연평균 매출액; 

임직원 수; 업이익

<표 1> 민간 기업 효율성 측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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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강다연과 이기세(2019)에서는 통 인 CCR, BCC 기반의 자료포락분석 외에 효율성

(Super Efficiency Model)을 활용하여 인증 우수 물류기업 , 업 이익 기 으로 상  15개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 다. 이 때 투입 변수는 매 리비, 종업원 수, 자본 등을 활용하 고, 

산출 변수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 다. 효율성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참조 집합을 통해 

벤치마킹 상에 한 시사 을 제시하 다. 

다음으로 김병철(2019)에서는 방사  모형과 비방사  모형 뿐 아니라 효율성 모형도 함께 

활용하여 10개의 국내 손해보험사를 분석하 고, 이 때 투입 변수로 사업비를 활용하고, 산출 변

수로는 업이익을 활용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다양한 효율성 측정 방법을 비교 분석하는 데이

터의 개념으로만 손해보험사의 자료를 활용하 으며, 이를 통해 자료포락분석이 가장 효율성을 분

석하는 데 합함을 시사하 다.

김 정 외(2019)에서는 통  효율성 분석 모델인 CCR과 BCC를 활용하여 300개의 문 건

설사를 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진행하 다. 이 때, 투입 변수로는 인건비와 비를, 매출액을 

산출 변수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Ⅱ. 공기업의 효율성 측정

다음으로 수집된 문헌  공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들은 <표 2>와 같다. 

연구자 연구기법 DMUs 투입변수 산출변수

고길곤 외 

(2019)

Radial BCC

SORM(:Semi-oriented 

radial measure 

model)

27개 공기업

인원; 자본총계; 

자산총계; 

업비용

매출액; 

업이익; 

당기순이익

유 록 

(2019)

Non-oriented VRS 

non-radial 

undesirable 

outputs model, 

Bootstrap Truncated 

Regression

경기도 29개 

하수도공기업

인력운 비; 

경비; 

순가동설비자산

소망산출물:

연간하수처리량; 

업수익

비소망산출물:

당기순손실; 

방류수질

홍 아 외 

(2019)

DEA/Entropy 

Combination Model,

CCR, BCC, SBM

한국국토정보공사 주

남지역본부(2014년

24개지사, 2015년과 

2016년 22개 지사)

업무 목표액; 

고객만족도 수; 

목표 달성도; 

운  성과

매출액; 

업이익

<표 2> 공기업 효율성 측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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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고길곤 외 (2019)에서는 방사  BCC 기반의 SORM을 이용하여 국내 27개 공기업의 효

율성을 분석하 다. 이 때 투입 변수로는 인원, 자본총계, 자산총계, 업비용 등을 활용하 으며, 

산출변수로는 매출액, 업이익, 당기순이익을 활용하 다. 효율성 분석 결과 공기업들의 효율성은 

지속 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동일 산업 분야와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각 공기업의 효율성 추세는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하 으며, 이에 따른 각 공기업 특성별 략이 필요하다고 시사하 다.

다음으로 유 록 (2019)에서는 투입에 따라 산출되는 한 산출물뿐만 아니라 부 한 산출

물 한 고려하기 해 비방사 비소망산출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도의 29개 하수도공기업의 효율

성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는 인력운 비, 경비, 순가동설비자산을 활용하 고, 산출변수  소

망산출물로는 연가하수처리량, 업수익을 활용하 으며, 비소망산출물로는 당기순손실, 방류수질

을 활용하 다. 한 부트스트랩 단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통합운 이 하수도공기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이에 따른 학술 ,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홍 아 외 (2019)는 통  모형인 CCR, BCC와 Entropy가 결합된 모형과 슬랙

(Slack) 기반의 자료포락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주 남지역 본부의 2014년 

24개, 2015년 22개, 2016년 22개 지사의 효율성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는 업무목표액, 고객

만족도 수, 목표 수, 목표달성도, 운 성과를 활용하 으며, 산출변수로는 매출액, 업이익을 

활용하 다. 분석결과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이 기업, 조직,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 평가

와 분석에 용이하며, 특히 창업과 련하여 자료포락분석 모형이 학술 , 실무  도구로써 이해

계자에게 도움을  수 있다고 시사하 다.

Ⅲ. 교육업 효율성 측정 연구

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업과 련한 효율성 측정 연구는 <표 3>과 같다. 

먼  권순형 외 (2019)에서는 통  모형인 CCR, BCC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32개 문 학 

교수학습지원체제의 효율성을 분석하 다. 투입변수로는 인 자원투입, 물 자원투입, 수업운 투

입을 활용하 으며, 산출변수로는 학습성과, 학습만족을 활용하 다. 분석결과 학들 간의 교수

학습지원체제의 효율성은 반 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기술  차원  규모 차원에서 각 학별

로 비효율 원인이 상이하다고 하 다. 따라서 각 학은 해당 비효율 원인에 따라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체제 개선 략이 필요하다고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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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기법 DMUs 투입변수 산출변수

권순형 외 

(2019)
CCR, BCC

32개 문 학 

교수학습지원체제

인 자원투입; 

물 자원투입; 

수업운 투입

학습성과; 

학습만족

김도진과 

이용규 

(2019)

CCR, BCC 133개 문 학

교사시설확보율

(재학생기 ); 

교육비환원률; 

재학생1인당장학 ; 

임교원확보율

(재학생기 )

임교원1인당

연구실 ; 

진학률; 취업률; 

학업 지속률; 

재학생충원률

김성욱 

(2019)
CCR, BCC 81개 학

창업교과목; 

창업교과 이수자; 

지원공간; 지원액; 

창업 담교원 수; 

창업 담직원 수

창업기업수; 

매출액

오 교와 

차성  

(2019)

BCC,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주 역시의

10개 

특성화고등학교

수업교원1인당학생 

수; 학 당학생 수; 

학생1인당교육비

취업률; 

학업 단율

윤동엽 

(2019)
CCR, BCC

서울시에 치한 

청소년수련  

27개소

인건비를 제외한 

세출액; 목 사업비; 

직원 수; 

청소년지도사 수

로그램 

청소년참여율; 

로그램 수

이기 과 

이창원 

(2019)

CCR, BCC,

Wilcoxon－Mann－

Whitney test

총 50개 

학(한국 25개, 

미국 25개)

학생 수; 교원 수; 

1인당 운 경비

1인당 논문 수; 

졸업률

<표 3> 교육업 효율성 측정 연구

한 김성욱 (2019)는 CCR  BCC 모형을 사용하여 국내 81개 학의 효율성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는 창업교과목 수, 창업교과이수자, 지원공간, 지원액, 창업 담교원 수, 창업 담직원 

수를 활용하 으며, 산출변수로는 창업기업수, 매출액을 활용하 다. 분석결과 매년 국내 사립 

학교들의 창업 정책과 로그램 검토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거 는 변경된다고 시사하 다.

그리고 오 교와 차성  (2019)에서는 BCC 모형을 이용하여 주 역시 소재 10개 특성화고

등학교의 효율성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 수업교원1인당 학생수, 학 당 학생수, 학생1인당 교

육비를 활용하 으며, 산출변수로는 취업률, 학업 단률을 활용하 다. 분석결과 효율성 제고를 

해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과정과 학과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고등학교의 개선 노력

에 해 컨설 , 행정  재정 지원 등 교육청의 지원 한 필요하다고 시사하 다.

마지막으로 이기 과 이창원 (2019)은 CCR, BCC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25개 학과 미국 

25개 학의 효율성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 학생 수, 교원 수, 1인당 운 경비를 활용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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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산출변수로 1인당 논문 수, 졸업률을 활용하 다. 분석결과 국내 학 에도 미국의 학들보

다 효율성이 우수한 학들이 있으며, 미국의 학의 오랜 역사와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 시사하 다.

Ⅳ. 산업 효율성 연구

산업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는 <표 4>와 같다.

연구자 연구기법 DMUs 투입변수 산출변수

김권식과 

이 흔 

(2019)

CCR, BCC,

Panel Tobit Model

229개 강원도 

행사축제

총원가(비용); 

행사․축제경비 액수; 

행사․축제경비 비율

사업수익

심희철과 

김재환 

(2019)

BCC,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충청남도 

어 체험마을 

8개소

어가 수; 사업비; 

체험 로그램 수; 

축제개최 건수; 

버스운행 수; 

마을주변 숙박시설 수

방문객 수; 

이용객 수; 

직 수입; 

간 수입

효재 

(2019)

CCR, BCC,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산업의 7개 

업종

사업체수; 

고용인원수; 

시설투자비

이용객 수; 

매출액

<표 4> 산업 효율성 측정 연구

먼  김권식과 이 흔 (2019)에서는 CCR  BCC 모형을 이용하여 강원도의 229개 행사축제

의 효율성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 총원가, 행사축제 경비 액수, 축제경비 비율을 활용하 으며, 

산출변수로 사업수익을 활용하 다. 분석결과 지역 행사와 축제 효율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 으며, 효율성 개선을 한 운   리 방안을 제시하 다.

다음으로 심희철과 김재환 (2019)은 BCC모형과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2016년도

부터 2017년까지의 충청남도 소재 어 체험마을 8개소의 효율성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 어가 

수, 사업비, 체험 로그램 수, 축제개최 건수, 버스운행 수, 마을주변 숙박시설 수를 활용하 으

며, 산출변수로는 방문객 수, 이용객 수, 직 수입, 간 수입을 활용하 다. 분석결과 충청남도 어

체험마을이 효율  운   지속 인 발 을 해서는 지속 인 리와 컨설 이 필요하다고 시

사하 다.

마지막으로 효재 (2019)에서는 CCR, BCC 모형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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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2017년까지의 산업에 속하는 7개 업종의 효율성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 사업체수, 

고용인원, 시설투자비를 사용하 으며, 산출변수로 이용객 수, 매출액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 효

율성  생산성 평가 모델이 산업의 지속 인 경쟁력 제고를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투자  구조 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시사하 다.

Ⅴ. 정부 효율성 측정 연구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서비스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는 <표 5>와 같다.

연구자 연구기법 DMUs 투입변수 산출변수

유종훈과 

변병설 

(2019)

CCR, BCC, 

DEA-Window

6  역시의 

재난안 서비스

시민 1,000인당 

안  련 인력 수; 

시민 1인당 안  련 

산액

시민 1,000인당 

재난사고발생건수

임정선 외 

(2019)
CCR

7개 연구개발 

투자부처

2013-2016 산액; 

과제 수

2013-2016 논문 수; 

특허등록 건수; 

기술이  건수

최민호 외 

(2019)

CCR, BCC, SBM, 

Super-Efficiency 

Model

 27개 

기 지자체

인 자본; 경제자본; 

자연자본; 인 라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삶의 질

<표 5> 정부․정부 서비스 효율성 측정 연구

유종훈과 변병설 (2019)은 통  모형인 CCR, BCC 외에도 자료포락분석 Window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6  역시의 재난안 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 시민 1,000인당 

안  련 인력 수, 시민 1인당 안 련 산액을 사용하 으며, 산출변수로 시민 1,000인당 재

난사고발생건수를 사용하 다. 분석결과 국내 주요 도시 지자체의 재난안 서비스의 효율성 제

고를 한 벤치마킹 방안을 제시하 다.

다음으로 임정선 외 (2019)에서는 CCR을 이용하여 7개 나노기술 연구개발 투자부처의 효율성

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의 산액, 과제 수를 활용하 고, 산출변수

로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의 논문 개수, 특허등록 수, 기술이  수를 활용하 다. 분석결과 국

내 나노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신을 정량하 다.

마지막으로 최민호 외 (2019)에서는 CCR, BCC 외에도 슬랙 기반 모형과 효율성 모형을 이

용하여 국내 27개 기 지자체의 효율성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 인 자본, 경제자본, 자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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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라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을 이용하 으며, 산출변수로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하 다. 분석결

과 각 지자체의 커뮤니티 웰빙을 한 정책안을 제시하 으며, 커뮤니티 웰빙 6자본 모형이 지방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써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Ⅵ. 기타 효율성 측정 연구

민간 기업, 공기업, 교육업, 산업, 정부 외의 분야에 한 효율성 측정 연구는 <표 6>과 같다. 

연구자 연구기법 DMUs 투입변수 산출변수

김수용과 

김창희 

(2019)

2-Stages Network 

Super-Efficiency 

Model,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다섯 개의 

하계올림픽에서 모두 

최소 한 개 이상의 

메달을 딴 총 

56개의 국가

1인당 GDP; 

총 인구 수

간변수:

국가별참가자수

산출변수:

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

김승범 외 

(2019)
CCR

도서/출  분야 

카테고리의 21개 

클라우드 펀딩 로젝트

개설기간; 

펀딩목표액; 

소개  자 수

펀딩액수; 

후원자 수

김 성 외 

(2019)

CCR, 

Super-Efficiency 

Model

최근 5회(2000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회의 기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한 84개 국가

국가별 인구수; 

일인당 

GDP(US$)

기 종목 획득 

메달 수

송희원과 

김상  

(2019)

CCR, BCC

권역별(6개: 강원, 호남, 

경, 충청, 수도, 동남)

권역  운 방식별

(18개: 권역*운 방식

(민간, 탁, 공공)) 

권역  규모별(18개: 

권역*규모(소, , ))

캠핑장 수; 

직원 당 

사이트 수

매출액

임용환과 

정환 

(2019)

3-Stages DEA 

Model, Tobit 

regression

2009년~2015년 12월

에 종료된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한 

｢성과분석결과조사자료｣

에 근거한 101개 과제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기간

간변수: 논문; 

특허; 시제품

산출변수

( 용성과):

무기체계 용; 

기술이

이유리 외 

(2019)

Bootstrap DEA, 

Tobit Regression 

Model

228개 문 회

(직 운  131개, 

간 운  97개)

직원 수; 

연간운 비

이용자 수; 

사업수익

<표 6> 기타 효율성 측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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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과 김창희 (2019)에서는 2단계 네트워크 효율성 모형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이용

하여 하계올림픽 메달을 보유한 56개국의 효율성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 1인당 GDP, 총 인구

수를 이용하 으며, 간변수로는 국가별참가자수를, 산출변수로는 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를 

이용하 다. 분석결과 올림픽 개최국의 효율성이 특별히 높지는 않으며 실질 인 홈 어드밴티지가 

부재하다고 시사하 다.

김승범 외 (2019)는 CCR 모형을 이용하여 도서, 출  분야의 클라우드 펀딩 로젝트 21개의 

효율성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 개설기간, 펀딩목표액, 소개 자수를 활용하 으며, 산출변수로 

펀딩액수, 후원자수를 활용하 다. 분석결과 로젝트 성공 지표가 효율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있으며, 이에 따라 로젝트 이해 계자들이 성공 효율성을 장기 인 에서 고려해야 한다

고 하 다.

송희원과 김상  (2019)는 CCR  BCC 모형을 이용하여 강원, 호남, 경, 충청, 수도, 동남 

등 6개 권역의 캠핑장의 효율성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 캠피장 수, 직원 당 사이트 수를 활용하

으며, 산출변수로 매출액을 활용하 다. 분석결과 거시  에서 캠핑장 경제 효율성 연구에 

한 이론  근거를 도출하 으며, 이에 따른 캠핑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시사하 다.

이유리 외 (2019)는 부트스트랩 자료포락 모형을 이용하여 운 형태에 따른 228개 문 회 의 

효율성을 측정하 다. 투입변수로 직원 수, 연간운 비를 사용하 고, 산출변수로 이용자 수, 사업

수익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 문 회 의 문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 으며, 문 회 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 다.

Ⅶ. 결 론

 효율성 분석은 모든 기 에서 자신의 상황을 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에 발간된 30개의 효율성 연구 문헌을 상으로 이를 분류하고, 

분석 방법을 살펴보았다. 30개의 효율성 연구 문헌의 분류 결과, 민간 기업의 효율성 측정, 공기

업의 효율성 측정, 교육 련 효율성 측정, 산업 효율성 측정, 정부 효율성 측정, 기타 효율성 

측정 등 5개의 분류로 나  수 있었으며, 이 , 민간 기업의 효율성 분석 연구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효율성과 련된 연구의 트 드를 살펴보고 이를 정리함으로써 효율성 분석

이 활용되고 있는 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하여 후속 연구의 주제 선정이나 데이터 수집, 변수 설정

에 있어 기여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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