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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출물을 최대화하는 투입산출지향적(non-

oriented) 규모수익가변(VRS) 방향거리함수모형(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

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69개 지방하수도공기업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의 운영효

율성과 투입비효율성, 산출비효율성, 규모수익을 분석했다.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을 분석

한 결과, 69개 하수도공기업의 투입산출지향적 효율성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

는 각각 77.08%, 24.08%, 100%, 33.33%로 나타났다. 투입요소와 산출물의 비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하수도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거의 대부분 산출물보다는 투입요소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수도공기업의 규모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하수도공기업의 대부분이 최적규모

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의 규모수

익을 분석한 결과, 12개 하수도공기업이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

45개 하수도공기업은 규모수익체감(D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모수익체증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규모수익체감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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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방공기업은 1970년의 7개에서 1980년 59개, 1990년 181개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00년 

306개, 2005년 349개, 2006년 358개, 2007년 370개, 2008년 387개, 2009년 408개 등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지방공기업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이 51.9%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행정안전부, 2011).1) 

지방공기업의 효율성(efficiency)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과 확률변경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을 사용했으며, 선행연구들 중 

거의 대부분은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했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선행연

구들은 투입지향적(input-oriented) 또는 산출지향적(output-oriented)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

하여 효율성을 분석했기 때문에 적실성(relevance)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선행연구들

은 지방공기업의 운영규모가 비효율적인 경우에 운영규모를 확대해야 할지 아니면 축소해

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모수익(returns to scale: RTS)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셋째, 선

행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산출지표를 사

용하지 않았다. 넷째,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지방하

수도공기업을 중심으로 산출지표에 공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포함하고 투입요

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출물을 최대화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고 규모수익을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출물을 최대화하는 투입산출지향적

(non-oriented) 방향거리함수모형(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을 사용하여 지방하수도공

기업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의 운영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과 규모수익(RTS)을  분석함

으로써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평가에 방법론적으로 기여하고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 데 있다.

논의의 순서는 제2장에서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제3장

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운영효율성과 규모수익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공식화하고 자료를 

설명하며, 제4장에서는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과 규모수익을 측정한 결과를 해석하고 

1)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 또는 공사･공단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재정적자가 발생하

면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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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 후,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방향거리함수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로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선

행연구들을 고찰한 후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들로는 윤경준･원구환(1996)과 Aida 외(2000), 

Thanassoulis(2000), 고광흥(2001a, 2001b), 이영범(2004), 유금록(2002), 고광흥(2008), Corton & 

Berg(2009), Romano & Guerrini(2011) 등이 있다.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들로

는 유금록(2005a)과 유금록(2005b) 등이 있다. 도시개발공사의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들로는 

이환범 외(2005)와 김홍주･이희연(2005), 유금록(2006), 이상철(2009) 등이 있다. 시설관리공

단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유금록(2009a)이 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을 분석

한 연구들로는 박창제(1996)와 안태식·박정식(1997), 박상규·김중길(2002), 유태우 외(2004), 

장철영 외(2007), 이지영･김 렬(2008), 유금록(2009a), 유금록(2010) 등이 있다.2)  

하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표적 연구들로는 유금록

(2001)과 조형석･문상호(2007) 등이 있다. 유금록(2001)은 투입요소로 인건비와 물건비를, 그

리고 산출물로 1일 평균 하수처리량과 자기자본비율, 총수지비율을 사용하여 초월대수확률

비용변경함수모형(translog stochastic cost frontier function model)으로 한국의 17개 하수도사

업의 운영비용효율성(operational cost efficiency)을 분석했다. 그리고 조형석･문상호(2007)는 

투입요소로 직원수와 운영비용을, 그리고 산출물로 1일 평균 하수처리량과 하수관거 설치연

장, 영업수익을 사용하여 규모수익불변 자료포락분석모형으로 한국의 39개 기초자치단체의 

하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했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선행연

구들은 투입지향적(input-oriented) 또는 산출지향적(output-oriented)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

2)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을 토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보다는 지방

공기업으로서의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경영비효율성을 나타냄에 따

라 2005년 7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운영에 관한 관할권이 행정

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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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효율성을 분석했기 때문에 적실성(relevance)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투입지향적 자료포

락분석모형은 산출물이 일정한 경우에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비해 산출지향적 자료포

락분석모형은 투입요소가 일정한 경우에 산출물을 최대화한다. 선행연구들은 지방공기업의 

투입요소의 최소화와 산출물의 최대화 중 하나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효율성을 분석했기 

때문에 투입요소의 최소화와 산출물의 최대화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출물을 최대화함으

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지방공기업의 운영규모가 비효율적인 경우에 운영규모를 확대해야 할

지 아니면 축소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모수익(returns to scale: RTS)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셋째, 선행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산출

지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지방공기업은 공기업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공성과 

기업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더불어 공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산출지표를 포함하여 효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3)      

넷째, 선행연구들의 일부는 규모수익불변(CRS)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간에 존재하는 규모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안

정적인(robust) 효율성점수(efficiency score)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유사한 공기업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다. 유금록(2001)과 조형석･문
상호(2007)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여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

율성과 규모수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했

다. 첫째, 지방공기업에 있어서 투입요소의 최소화와 산출물의 최대화를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투입산출지향적(non-oriented) 방향거리함수모형(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을 사용하기로 한다. 투입산출지향적 방향거리함수모형은 투입요소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산출물을 최대화할 수 있고 비소망산출물(undesirable output) 또는 유해산출물

(bad output)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입요소와 산출물에 상이한 가중치(weight)를 

3)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지방하수도공기업의 고유한 핵심기능에 속하므로 공공성(공익성)을 반영한다

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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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여 효율성점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모형은 아직까지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분석에 적용된 적이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운영규모가 비효율적인 경우에 운영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 여부에 관한 정책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규모수익(RTS)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산출지표에 공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포함

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규모상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규모수익가변

(VRS) 방향거리함수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미흡한 지방하수도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적 효

율성과 규모효율성, 규모수익을 분석하기로 한다.   

Ⅲ. 효율성 및 규모수익 분석모형 및 자료

1. 투입산출지향적 방향거리함수모형 

방향거리함수모형은 방사적 모형의 일반형이다. 방향거리함수모형은 분석자에 의해 비효

율적인 관측치의 효율성 개선방향을 효율성을 계산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효율성을 측정한다. 효율성의 개선방향을 의미하는 방향벡터(direction vector)가 주어지면 방

향벡터의 일정한 비율로 산출물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입물을 감소하도록 관측치를 생산변

경(production frontier)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효율성점수가 계산된다. 하수도공기업 k의 

효율성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투입산출지향적(non-oriented) 규모수익가변(VRS) 

방향거리함수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4) 투입산출지향적 방향거리함수모형은 투입요소를 최

소화하는 동시에 산출물을 최대화함으로써 효율성점수를 계산한다. 규모수익가변모형을 사

용하는 이유는 하수도공기업 간에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사한 규모를 가진 하

수도공기업들을 상호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모형은 Chung 외

(1997)와 Chambers 외(1998)가 제시한 방향거리함수모형의 한계를 개선한 Cheng 외(2010), 

Cheng & Quian(2011), Shetty & Pakkala(2009), Shetty 외(2012) 등의 모형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식화된다.5)

4) ‘non-oriented’를 ‘비지향적’으로 직역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반영하

기 위해 ‘투입산출지향적’으로 의역했다.

5) Chung 외(1997)와 Chambers 외(1998)가 사용한 방향거리함수모형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의 경우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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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하수도공기업 의 효율성점수를, 는 번째  하수도공기업에 대한 차원의 

투입요소벡터이고 는 차원의 소망산출물벡터를, 는 차원의 비소망산출물벡터를, 

는  ×  투입요소행렬을, 는  ×  소망산출물행렬을, 는  ×  비소망산출물행

렬을, 는 소망산출물의 수를, 는 비소망산출물의 수를, 는 투입요소의 사용자 정의 

방향벡터(direction vector)를, 는 산출물의 사용자 정의 방향벡터를, 는 투입요소 감소비

율(proportion of input decrease)을, 는 소망산출물 증가비율을, 는 비소망산출물의 감소비

율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는 가중치벡터이고 ′은 1의 행벡터이다. 규모수익가변(VRS) 

모형에서는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는 볼록성(convexity) 제약조건이 성립하므로 ′  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요소 감소비율과 소망산출물 증가비율, 비소망산출물 감소비율이 동일

하지 않은 경우가 보다 더 일반적이라고 보고 효율성점수를 추정했다.6) 또한 본 연구에서

는 방향벡터를     로 가정했으며, 투입요소와 산출물에 대한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했다. 

2. 규모효율성 및 규모수익 분석모형 

하수도공기업 k의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returns to scale: RTS)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

입산출지향적  규모수익불변(CRS) 방향거리함수모형을 사용하여 효율성점수와 가중치의 합

율성점수가 0인 데 비해 비효율적인 조직일수록 효율성점수가 0보다 커지게 되어 효율성 개선에 관

한 일반적인 사고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향거

리함수모형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인 경우에 효율성점수가 1이지만, 비효율적인 조직일수록 1보다 작

아지게 된다.

6) Chung 외(1997)와 Chambers 외(1998)는 투입요소 감소비율과 산출물 증가비율이 동일하다는 제약조

건 하에서 효율성점수를 추정했지만, 이러한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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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공기업의 규모효율성은 투입산출지향적 규모수익불변(CRS) 방향거리함수모형을 사

용하여 구한 효율성점수를 투입산출지향적 규모수익가변(VRS) 방향거리함수모형을 사용하

여 구한 효율성점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하수도공기업의 규모수익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하수도공기업 의 규모효율성이 

100%인 경우에는 하수도공기업 는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영역에 속

한다. 규모수익불변모형과 규모수익가변모형의 효율성점수가 모두 100%인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대안적 최적해(any alternate optima)에서 
 




  이 성립하며 하수도공기업 는 규모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영역에 속한다. 이것은 하수도공기업 가 최적규모

(optimal scale)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규모수익불변모형과 규모수익가변모

형의 효율성점수가 모두 100%가 아니지만 규모효율성이 100%인 경우에는 
 




이 성립하

지만 하수도공기업 는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영역에 속한다. 

한편, 하수도공기업 의 규모효율성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투입산출지향적 규모수익불

변 방향거리함수모형에서 
가 최적치(optimal values)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규모수익을 분

류할 수 있다(Banker, 1984; Seiford & Zhu, 1999; Banker & Thrall, 1992; Zhu, 2000, 2003). 

첫째, 모든 대안적 최적해(all alternate optima)에서 
 




  이 성립하면 하수도공기업 는 규

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영역에 속한다. 이것은 하수도공기업 가 최적규

모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대안적 최적해(all alternate 

optima)에서 
 




  이 성립하면 하수도공기업 는 규모수익체감(decreasing returns to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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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영역에 속한다. 이것은 하수도공기업 가 최적규모보다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1) 적용사례

본 연구에서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을 적용사례로 선정했다. 하

수도공기업을 분석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하수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막대한 자본이 투

자되는 고비용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원가절감 노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2009년 말 결산기준 지방하수도공기업은 전국적으로 75개이다. 75개 하수도공기업은 6개 

광역자치단체 하수도공기업과 69개 기초자치단체 하수도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은 

2,743명이고 예산은 3조 8,538억원이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22조 3,631억원인데, 이 중 부채

가 1조 5,172억원이고 자본이 20조 8,459억원을 점유하고 있다. 경영실적을 보면 4,619억원

의 적자 중 흑자를 낸 자치단체가 3개인 반면 적자인 자치단체는 72개에 달하고 있다(행정

안전부, 2010).

하수도사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이 과다한 데 비해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으로 요금현실화율이 2004년의 55.5%에

서 2009년 41.1%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2) 투입요소 및 산출물

본 연구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요소로 사용했다. 노동은 손익계산서에서의 인건비(인

력운영비)로 측정했다. 인건비에는 정규직보수와 직무수행경비, 비정규직보수가 포함된다. 

자본으로는 본 연구가 당해연도의 운영효율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초기자본에 누적적인 투

자액을 더한 대차대조표의 자본보다는 손익계산서의 물건비를 사용했다. 물건비는 영업비용

에서 인력운영비를 차감하여 구했다. 영업비용에는 관거비와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

비, 수탁공사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경비가 포함된다.

지방하수도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에 속하므로 공공성과 기업성 간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

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대표하는 지표를 산출물로 사용했다. 공

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하수처리량과 요금현실화율을 사용했으며, 기업성을 나타내는 지

표로는 수익성비율과 안정성비율을 사용했다. 수익성지표로는 총수지비율을, 그리고 안정성

지표로는 부채비율이 0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했다.7) 하수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및 규모수익 평가: 지방하수도공기업에 대한 방향거리함수모형의 적용 75

처리량과 총수지비율, 자기자본비율은 클수록 바람직하므로 소망산출물(desirable output) 또

는 유익산출물(good output)에 해당되는 반면 요금현실화율은 적을수록 공공성이 높아지므로 

비소망산출물(undesirable output) 또는 유해산출물(bad output)에 속한다.

<표 1> 투입요소 및 산출물

구 분 요소명 측정지표(단위) 자료출처

투입
요소

노동
인건비=인력운영비=정규직보수+직무수행경비+비정규직
보수(천원)

손익계산서

자본
물건비=영업비용-인력운영비=관거비+펌프장비+처리장
비+일반관리비+수탁공사비+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기타-인력운영비(천원)

손익계산서

산출물

공공성
소망산출물 하수처리량=연간 하수처리량(톤)

사업운영현황
비소망산출물 요금현실화율=하수도요금/원가(%)

수익성 소망산출물 총수지비율=총수익/총비용×100(%) 손익계산서

안정성 소망산출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자산×100(%) 대차대조표

하수처리량은 연간 하수처리량이며, 총수지비율은 총수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며,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자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전국 75개 하수도공기업의 2009년 결산기준 재무제표자료이

고,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행정안전부)｣으로부터 수집했다.

<표 2> 투입요소 및 산출물의 기술통계량

구 분 인건비(천원) 물건비(천원) 하수처리량(톤) 요금현실화율(%) 총수지비율(%) 자기자본비율(%)

평균 1,486,899 14,778,385 39,894,886 27.2  61.4  96.6

최대치 5,880,847 46,300,553 181,179,048 78.9 111.4 100.0

최소치 533 1,323,088 3,360,208  6.0  12.0  70.7

표준편차 1,337,499 10,060,112 40,893,605 18.5  21.5   6.4

투입요소와 산출물의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은 <표 2>와 같다. 인건비의 평균과 

최대치, 최소치, 표준편차는 각각 1,486,899천원, 5,880,847천원, 533천원, 1,337,499천원으로 

7) 부채비율은 하향지표로서 산출물로 사용하려면 부채비율의 역수로 전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채비

율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하수도사업에서는 부채비율이 

0으로 나타나 재무구조가 매우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1을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역수의 값을 계

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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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공기업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건비의 평균과 최대치, 최소치, 표준편차

는 각각 14,778,385천원, 46,300,553천원, 1,323,088천원, 10,060,112천원으로 하수도공기업 간

의 차이가 매우 크다. 

하수처리량의 평균과 최대치, 최소치, 표준편차는 각각 39,894,886톤, 181,179,048톤, 

3,360,208톤, 40,893,605톤으로 하수도공기업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요금현실화율의 평균과 

최대치, 최소치, 표준편차는 각각 27.2%, 78.9%, 6.0%, 18.5%로 하수도공기업 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총수지비율의 평균과 최대치, 최소치, 표준편차는 각각 61.4%, 

111.4%, 12.0%, 21.5%로 하수도공기업 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자본비율의 평균과 최대치, 최소치, 표준편차는 각각 96.6%, 100%, 70.7%, 6.4%로 하수도공

기업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Ⅳ. 효율성 및 규모수익 분석결과

1. 효율성점수

1) 효율성점수(요금현실화율 포함)

산출물에 공공성을 대표하는 요금현실화율을 포함하고 투입산출지향적(non-oriented) 규모

수익가변(VRS) 방향거리함수모형을 사용하여 전국 69개 기초자치단체 하수도공기업의 효율

성을 측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운영규모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기초자치

단체의 효율성을 분석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하수도공기업 간에도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

문에 운영규모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규모수익가변모형을 사

용했다.

69개 하수도공기업 중 수원시, 부천시, 구리시, 시흥시, 여주군, 남양주시, 광주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 동두천시, 연천군, 제천시, 공주시, 아산시, 보령시, 전주시, 완주군, 화순군, 

구미시, 안동시, 칠곡군, 창원시, 김해시, 거창군, 사천시, 거창군,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창

녕군 등 30개 하수도공기업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나머지 39개 하수도공기업

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시와 가평군, 파주시, 천안시, 익산시, 정읍시, 순

천시, 제주시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점수가 각각 38.19%, 38.38%, 39.81%, 33.33%, 38.98%, 

38.48%, 34.77%, 37.7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9개 하수

도공기업의 투입산출지향적 효율성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는 각각 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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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100%, 33.33%로 나타났다. 이것은 투입요소의 최소화와 산출물의 최대화를 동시에 

반영한 기초자치단체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며, 하수도공기업 간

에 효율성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 하수도공기업의 투입산출지향적 효율성점수()

하수도공기업 효율성점수 하수도공기업 효율성점수
수원시 1.0000  서산시 0.9456 
성남시 0.6169 보령시 1.0000 
부천시 1.0000 당진군 0.5545 
안산시 0.8909 전주시 1.0000 

의정부시 0.4782 완주군 1.0000 
광명시 0.6259 익산시 0.3898 
구리시 1.0000 정읍시 0.3848 
과천시 0.7985 나주시 0.8800 
시흥시 1.0000 목포시 0.8238 
포천시 0.6138 영암군 0.5133 
오산시 0.7473 순천시 0.3477 
여주군 1.0000 화순군 1.0000 
용인시 0.3819 경주시 0.4369 
군포시 0.8545 경산시 0.6364 
의왕시 0.6631 구미시 1.0000 

남양주시 1.0000 영천시 0.6251 
안성시 0.5432 상주시 0.6241 
광주시 1.0000 안동시 1.0000 
안양시 1.0000 영주시 0.6465 
김포시 0.4818 포항시 0.4482 
가평군 0.3838 칠곡군 1.0000 
평택시 1.0000 창원시 1.0000 
화성시 1.0000 진주시 0.5512 

동두천시 1.0000 진해시 0.6498 
연천군 1.0000 김해시 1.0000 
파주시 0.3981 마산시 0.8265 
춘천시 0.6827 사천시 1.0000 
속초시 0.8100 거창군 1.0000 
강릉시 0.6271 통영시 1.0000 
청주시 0.4422 밀양시 1.0000 
충주시 0.4109 양산시 1.0000 
제천시 1.0000 창녕군 1.0000 
공주시 1.0000 거제시 0.7419 
천안시 0.3333 제주시 0.3771 
아산시 1.0000 
평균 0.7708 표준편차 0.2408 

최대치 1.0000 최소치 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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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공기업

효율성점수
(요금현실화율 

포함)

효율성점수
(요금현실화율 

제외)

효율성점수 
증감

하수도
공기업

효율성점수
(요금현실화율 

포함)

효율성점수
(요금현실화

율 제외)

효율성점수 
증 감

수원시 1.0000  1.0000  0.0000 서산시 0.9456 0.7846 -0.1610 

성남시 0.6169 0.6927  0.0758 보령시 1.0000 0.6720 -0.3280 

부천시 1.0000 1.0000  0.0000 당진군 0.5545 0.5516 -0.0029 

안산시 0.8909 0.6466 -0.2443 전주시 1.0000 1.0000  0.0000 

의정부시 0.4782 0.5594  0.0812 완주군 1.0000 1.0000  0.0000 

광명시 0.6259 0.7355  0.1096 익산시 0.3898 0.3102 -0.0796 

구리시 1.0000 1.0000  0.0000 정읍시 0.3848 0.3402 -0.0446 

과천시 0.7985 0.5987 -0.1998 나주시 0.8800 0.3982 -0.4818 

시흥시 1.0000 1.0000  0.0000 목포시 0.8238 0.8351  0.0113 

포천시 0.6138 0.4389 -0.1749 영암군 0.5133 0.4209 -0.0924 

오산시 0.7473 0.8958  0.1485 순천시 0.3477 0.2706 -0.0771 

여주군 1.0000 0.5235 -0.4765 화순군 1.0000 0.5785 -0.4215 

용인시 0.3819 0.3573 -0.0246 경주시 0.4369 0.4121 -0.0248 

군포시 0.8545 0.9510  0.0965 경산시 0.6364 0.6416  0.0052 

의왕시 0.6631 0.7489  0.0858 구미시 1.0000 1.0000  0.0000 

남양주시 1.0000 1.0000  0.0000 영천시 0.6251 0.4312 -0.1939 

안성시 0.5432 0.5014 -0.0418 상주시 0.6241 0.5991 -0.0250 

광주시 1.0000 1.0000  0.0000 안동시 1.0000 0.9926 -0.0074 

안양시 1.0000 1.0000  0.0000 영주시 0.6465 0.5225 -0.1240 

김포시 0.4818 0.5474  0.0656 포항시 0.4482 0.2610 -0.1872 

가평군 0.3838 0.4108  0.0270 칠곡군 1.0000 0.4828 -0.5172 

평택시 1.0000 1.0000  0.0000 창원시 1.0000 1.0000  0.0000 

화성시 1.0000 0.5998 -0.4002 진주시 0.5512 0.5586  0.0074 

동두천시 1.0000 0.8609 -0.1391 진해시 0.6498 0.7285  0.0787 

연천군 1.0000 1.0000  0.0000 김해시 1.0000 1.0000  0.0000 

파주시 0.3981 0.3936 -0.0045 마산시 0.8265 0.7814 -0.0451 

춘천시 0.6827 0.4939 -0.1888 사천시 1.0000 0.5053 -0.4947 

속초시 0.8100 0.6242 -0.1858 거창군 1.0000 1.0000  0.0000 

2) 효율성점수(요금현실화율 제외)

산출물에 공공성을 대표하는 요금현실화율을 제외하고 투입산출지향적(non-oriented) 규모

수익가변(VRS) 방향거리함수모형을 사용하여 전국 69개 기초자치단체 하수도공기업의 효율

성을 측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하수도공기업의 투입산출지향적 효율성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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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0.6271 0.6057 -0.0214 통영시 1.0000 1.0000  0.0000 

청주시 0.4422 0.4839  0.0417 밀양시 1.0000 0.4669 -0.5331 

충주시 0.4109 0.3301 -0.0808 양산시 1.0000 1.0000  0.0000 

제천시 1.0000 1.0000  0.0000 창녕군 1.0000 1.0000  0.0000 

공주시 1.0000 0.4537 -0.5463 거제시 0.7419 0.3902 -0.3517 

천안시 0.3333 0.3500  0.0167 제주시 0.3771 0.3902  0.0131 

아산시 1.0000 0.6295 -0.3705 

평균 0.7708 0.6777 표준편차 0.2408 0.2506 

최대치 1.0000 1.0000 최소치 0.3333 0.2610

요금현실화율을 산출물에서 제외하여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효율성이 100%인 하수도공

기업은 수원시와 부천시, 구리시, 시흥시, 남양주시, 광주시, 안양시, 평택시, 제천시, 전주시, 

완주군, 구미시, 창원시, 김해시, 거창군, 통영시, 양산시, 창녕군 등 19개인 반면 여주군과 

화성시, 동두천시, 공주시, 아산시, 보령시, 화순군, 안동시, 칠곡군, 사천시, 밀양시 등 11개 

하수도공기업은 거의 대부분 효율성이 크게 감소했다.

요금현실화율을 산출물에서 제외하여 효율성이 증가한 하수도공기업은 성남시와 의정부

시, 광명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김포시, 가평군, 청주시, 천안시, 목포시, 경산시, 제주시 

등 13개로 평균 5.76%p 증가했다. 

이에 비해 효율성이 감소한 하수도공기업은 안산시와 과천시, 포천시, 여주군, 용인시, 안성

시, 화성시, 동두천시, 파주시, 춘천시, 속초시, 강릉시, 충주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보령

군, 당진군, 익산시, 정읍시, 나주시, 영암군, 순천시, 화순군, 경주시, 영천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포항시, 칠곡군, 마산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등 37개로 평균 17.11%p 감소했다. 

산출물에서 요금현실화율을 제외하고 측정한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

치, 최소치는 각각 67.77%, 25.06%, 100%, 26.1%로 나타났다. 산출물에 요금현실화율을 포

함한 효율성점수에 비해 평균과 최소치가 각각 9.31%p, 7.23%p 감소한 데 비해 표준편차는 

0.98%p 증가했다. 이것은 공공성을 대표하는 요금현실화율이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비효율성의 분해

투입산출지향적(non-oriented) 규모수익가변(VRS) 방향거리함수모형을 사용하여 69개 기초

자치단체 하수도공기업의 투입요소의 비효율성과 산출물의 비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80 ｢행정논총｣ 제50권 제1호

하수도공기업 효율성점수
투입

비효율성
산출

비효율성
하수도공기업 효율성점수

투입
비효율성

산출
비효율성

수원시 1.0000  0.0000 0.0000 서산시 0.9456 0.0544 0.0000 

성남시 0.6169 0.3027 0.1304 보령시 1.0000 0.0000  0.0000 

부천시 1.0000 0.0000  0.0000 당진군 0.5545 0.3819 0.1146 

안산시 0.8909 0.1091 0.0000 전주시 1.0000 0.0000  0.0000 

의정부시 0.4782 0.4082 0.2375 완주군 1.0000 0.0000  0.0000 

광명시 0.6259 0.2645 0.1751 익산시 0.3898 0.6102 0.0000 

구리시 1.0000 0.0000  0.0000 정읍시 0.3848 0.5972 0.0466 

과천시 0.7985 0.0000  0.2524 나주시 0.8800 0.1200 0.0000 

시흥시 1.0000 0.0000  0.0000 목포시 0.8238 0.0250 0.1836 

포천시 0.6138 0.3862 0.0000 영암군 0.5133 0.4435 0.0842 

오산시 0.7473 0.0733 0.2400 순천시 0.3477 0.6507 0.0047 

여주군 1.0000 0.0000  0.0000 화순군 1.0000 0.0000  0.0000 

용인시 0.3819 0.6050 0.0343 경주시 0.4369 0.5121 0.1167 

군포시 0.8545 0.0490 0.1130 경산시 0.6364 0.3241 0.0620 

의왕시 0.6631 0.2511 0.1294 구미시 1.0000 0.0000  0.0000 

하수도공기업의 비효율성이 투입요소에서 발생하는 하수도공기업은 수원시를 비롯하여 9

개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비효율성이 산출물에 기인하는 하수도공기업은 과천시를 비롯

하여 전체의 1.4%를 점유하는 데 비해 비효율성이 투입요소와 산출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공기업은 30개로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를 비롯하여 23개 하수도공기

업은 투입요소의 비효율성이 산출물의 비효율성보다 큰 데 비해 오산시를 비롯하여 7개 하

수도공기업은 산출물의 비효율성이 투입요소의 비효율성보다 크다.

투입요소 비효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는 각각 19.17%, 22.16%, 65.07%, 

0%로 나타났다. 이것은 투입요소의 비율성이 상당히 크고 하수도공기업 간에 투입요소의 

비효율성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순천시 하수도공기업은 투

입요소의 비효율성이 65.07%로 거의 대부분 투입요소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산출물 비효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는 각각 6.5%, 8.97%, 29.59%, 0%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출물의 비효율성이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하수도공기업 간에 비효율성

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주시 하수도공기업은 산출물의 비효율성이 29.59%

로 전체 하수도공기업 중 산출물의 비효율성이 가장 크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하수도공기

업의 비효율성이 거의 대부분 산출물보다는 투입요소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투입비효율성 및 산출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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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0000 0.0000  0.0000 영천시 0.6251 0.2681 0.1708 

안성시 0.5432 0.3698 0.1601 상주시 0.6241 0.2288 0.2357 

광주시 1.0000 0.0000  0.0000 안동시 1.0000 0.0000  0.0000 

안양시 1.0000 0.0000  0.0000 영주시 0.6465 0.2001 0.2374 

김포시 0.4818 0.3800 0.2869 포항시 0.4482 0.5518 0.0000 

가평군 0.3838 0.5841 0.0836 칠곡군 1.0000 0.0000  0.0000 

평택시 1.0000 0.0000  0.0000 창원시 1.0000 0.0000  0.0000 

화성시 1.0000 0.0000  0.0000 진주시 0.5512 0.3462 0.1863 

동두천시 1.0000 0.0000  0.0000 진해시 0.6498 0.2713 0.1214 

연천군 1.0000 0.0000  0.0000 김해시 1.0000 0.0000  0.0000 

파주시 0.3981 0.5473 0.1372 마산시 0.8265 0.0550 0.1434 

춘천시 0.6827 0.3173 0.0000 사천시 1.0000 0.0000  0.0000 

속초시 0.8100 0.1900 0.0000 거창군 1.0000 0.0000  0.0000 

강릉시 0.6271 0.3516 0.0338 통영시 1.0000 0.0000  0.0000 

청주시 0.4422 0.4729 0.1920 밀양시 1.0000 0.0000  0.0000 

충주시 0.4109 0.5390 0.1218 양산시 1.0000 0.0000  0.0000 

제천시 1.0000 0.0000  0.0000 창녕군 1.0000 0.0000  0.0000 

공주시 1.0000 0.0000  0.0000 거제시 0.7419 0.2581 0.0000 

천안시 0.3333 0.6149 0.1555 제주시 0.3771 0.5114 0.2959 

아산시 1.0000 0.0000  0.0000 

평균 0.7708 0.1917 0.0650 표준편차 0.2408 0.2216 0.0897

최대치 1.0000 0.6507 0.2959 최소치 0.3333 0.0000 0.0000

하수도
공기업

효율성
점수

규모
효율성

가중치합(


  



)
규모
수익

정책
방안

하수도
공기업

효율성
점수

규모
효율성

가중치합

(
  



)
규모
수익

정책
방안

수원시 1.0000  1.0000 1.000 CRS 유지 서산시 0.9456 0.7671 1.000 DRS 축소

성남시 0.6169 0.9905 1.012 DRS 축소 보령시 1.0000 0.7000 1.060 DRS 축소

부천시 1.0000 0.9292 1.234 DRS 축소 당진군 0.5545 0.9293 0.899 IRS 확대

안산시 0.8909 0.9061 1.088 DRS 축소 전주시 1.0000 1.0000 1.000 CRS 유지

3. 규모효율성 및 규모수익

투입산출지향적 규모수익가변 방향거리함수모형을 사용하여 69개 기초자치단체 하수도공

기업의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6> 규모효율성 및 규모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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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0.4782 0.8987 1.043 DRS 축소 완주군 1.0000 1.0000 1.000 CRS 유지

광명시 0.6259 0.8129 1.039 DRS 축소 익산시 0.3898 0.7637 1.060 DRS 축소

구리시 1.0000 1.0000 1.000 CRS 정읍시 0.3848 0.9989 1.011 DRS 축소

과천시 0.7985 0.9249 1.007 DRS 축소 나주시 0.8800 0.9478 0.925 IRS 확대

시흥시 1.0000 0.7825 1.016 DRS 축소 목포시 0.8238 0.6527 1.003 DRS 축소

포천시 0.6138 0.8533 1.097 DRS 축소 영암군 0.5133 0.9766 0.961 IRS 확대

오산시 0.7473 0.5235 1.016 DRS 축소 순천시 0.3477 0.9815 0.965 IRS 확대

여주군 1.0000 1.0000 1.000 CRS 유지 화순군 1.0000 0.7137 0.760 IRS 확대

용인시 0.3819 0.9644 1.204 DRS 축소 경주시 0.4369 0.9909 0.972 IRS 확대

군포시 0.8545 0.7913 1.044 DRS 축소 경산시 0.6364 0.9612 0.852 IRS 확대

의왕시 0.6631 0.7968 1.021 DRS 축소 구미시 1.0000 1.0000 1.000 CRS 유지

남양주시 1.0000 0.6215 1.476 DRS 축소 영천시 0.6251 0.9622 0.951 IRS 확대

안성시 0.5432 0.9482 1.006 DRS 축소 상주시 0.6241 0.8357 0.779 IRS 확대

광주시 1.0000 0.7587 1.005 DRS 축소 안동시 1.0000 0.7886 1.063 DRS 축소

안양시 1.0000 1.0000 1.000 CRS 유지 영주시 0.6465 0.9602 0.915 IRS 확대

김포시 0.4818 0.9907 0.985 IRS 확대 포항시 0.4482 0.9992 1.005 DRS 축소

가평군 0.3838 0.9616 1.015 DRS 축소 칠곡군 1.0000 0.7259 1.108 DRS 축소

평택시 1.0000 0.8077 1.005 DRS 축소 창원시 1.0000 0.4623 1.019 DRS 축소

화성시 1.0000 0.7005 1.982 DRS 축소 진주시 0.5512 0.9974 0.988 IRS 확대

동두천시 1.0000 0.4806 1.006 DRS 축소 진해시 0.6498 1.0000 1.000 CRS 유지

연천군 1.0000 1.0000 1.000 CRS 유지 김해시 1.0000 0.4480 1.061 DRS 축소

파주시 0.3981 0.8181 1.004 DRS 축소 마산시 0.8265 0.7508 1.015 DRS 축소

춘천시 0.6827 0.9943 1.081 DRS 축소 사천시 1.0000 0.6002 1.078 DRS 축소

속초시 0.8100 0.5073 1.002 DRS 축소 거창군 1.0000 1.0000 1.000 CRS 유지

강릉시 0.6271 0.9775 1.062 DRS 축소 통영시 1.0000 1.0000 1.000 CRS 유지

청주시 0.4422 0.9517 1.013 DRS 축소 밀양시 1.0000 0.9884 1.237 DRS 축소

충주시 0.4109 0.8670 1.023 DRS 축소 양산시 1.0000 0.4799 1.002 DRS 축소

제천시 1.0000 0.7840 1.036 DRS 축소 창녕군 1.0000 1.0000 1.000 CRS 유지

공주시 1.0000 0.5460 1.156 DRS 축소 거제시 0.7419 0.5392 1.057 DRS 축소

천안시 0.3333 0.9279 1.010 DRS 축소 제주시 0.3771 0.9939 1.001 DRS 축소

아산시 1.0000 0.4774 1.034 DRS 축소

평균 0.7708 0.8436 표준편차 0.2408 0.1737

최대치 1.0000 1.0000 최소치 0.3333 0.4480

하수도공기업별 규모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규모효율성이 100%인 자치단체는 수

원시와 구리시, 여주군, 안양시, 연천군, 전주시, 완주군, 구미시, 진해시, 거창군, 통영시, 창

녕군 등 12개로 전체의 17.4%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규모효율성이 비효율적인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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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57개로 전체의 82.6%를 점유하고 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하수도

공기업의 대부분이 최적규모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69개 기초자치단체 

하수도공기업의 규모효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는 각각 84.367%, 17.37%, 

100%, 44.8%로 나타났다. 이것은 하수도공기업의 규모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하수도공기업 간에 운영규모상 비효율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의 규모수익(RTS)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김포

시를 비롯하여 12개 하수도공기업이 최적규모보다 적은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

고 있는 데 비해 성남시를 비롯하여 45개 하수도공기업이 최적규모를 초과한 규모수익체감

(D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의 79%가 최적규모를 벗어난 규모수익체감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이 최적규모에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모수익체감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45개 하수도공기업은 현행 운영규모를 축

소하는 한편 규모수익체증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12개 하수도공기업은 현행 운영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출물을 최대화하는 투입산출지향적

(non-oriented) 규모수익가변(VRS) 방향거리함수모형(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을 사

용하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69개 지방하수도공기업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의 운영효

율성(operational efficiency)과 투입비효율성, 산출비효율성, 규모수익(RTS)을 분석했다.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수원시와 부천시, 구리시, 시흥시, 여주군, 남

양주시, 광주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 동두천시, 연천군, 제천시, 공주시, 아산시, 보령시, 

전주시, 완주군, 화순군, 구미시, 안동시, 칠곡군, 창원시, 김해시, 거창군, 사천시, 거창군, 통

영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등 30개 하수도공기업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나

머지 39개 하수도공기업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9개 하수도공기업의 투입산출지향

적 효율성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는 각각 77.08%, 24.08%, 100%, 33.33%로 

나타났다. 이것은 투입요소의 최소화와 산출물의 최대화를 동시에 반영한 기초자치단체 하

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며, 하수도공기업 간에 효율성의 차이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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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투입요소와 산출물의 비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투입요소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큰 데 비해 

산출물의 비효율성은 매우 작지만, 하수도공기업 간에 비효율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하수도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거의 대부분 산출물보다는 투입요소에

서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수도공기업의 규모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 하수도공기업의 대부분이 최적

규모에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공기업의 규모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하수도공기업 간에 운영규모상 비효율성의 차이가 크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의 규모수익(RTS)을 분석한 결과, 김포시를 비

롯하여 12개 하수도공기업이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 성남시를 

비롯하여 45개 하수도공기업이 규모수익체감(D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의 대부분이 최적규모를 벗어난 

규모수익체감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서 방향거리함수모형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투입요소

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출물을 최대화함으로써 효율성점수가 계산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투입지향적 또는 산출지향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은 투입요소

의 절감 또는 산출물의 확대만을 고려하여 효율성점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향거리함수모형을 사용하여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규모수익을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처음 수행되었다.

둘째, 방향거리함수모형은 투입요소와 산출물에 대한 가중치를 신축적으로 부여할 수 있

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투입요소와 산출물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산출지표에 공공성에 관한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 특히 지방하수도공기업과 같은 지방직영기업은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이 중요할 뿐 아니라 산출물 중 공공성을 대표하는 요금현실화율이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산출물이 소망산출물과 비소망산출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총수지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산출물은 지표의 값이 커질수

록 바람직한 소망산출물에 속하지만, 요금현실화율과 같은 산출물은 지표의 값이 커질수록 

공공성이 저하되는 하향지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비소망산출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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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수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하수처리

장의 신설･확충 등으로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하수도사업은 고비용구조의 장치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한 요금현실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금현실화율이 

2004년 55.5%, 2009년 41.1%, 2010년 38.1% 등 점점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금인상

에 따른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사용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수도요금에 부과되는 수계별 물이용부담금의 일정 부분이 하수도사업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산출물보다는 인건비와 물건

비와 같은 투입요소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69개 하수

도공기업에서 투입요소의 비효율성이 19.17%인 데 비해 산출물의 비효율성이 6.5%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하수도공기업이 최적규모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하수도공기업별 규모효

율성을 분석한 결과, 규모효율성이 효율적인 자치단체가 전체의 17.4%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규모효율성이 비효율적인 자치단체는 전체의 82.6%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대부분의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가 축소되거나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규

모수익체감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45개 하수도공기업은 현행 운영규모가 축소되어야 하

며, 규모수익체증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12개 하수도공기업은 현행 운영규모가 확대되어

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방하수도공기업의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을 중심으로 효율성 평가가 활성화되

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료포락분석(DEA)이나 확률변경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을 사용하여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앞으로 지방하수도공기업의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하수도공

기업이 최적규모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행정안전부는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재무제표를 적극 활용하여 하수도공기업에 대

한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목표 대비 실적 위주로 평가

하는 현행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손익계산서로부터 인건비와 물건비와 

같은 투입자료를 도출하는 한편 대차대조표로부터 자기자본비율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 같

은 산출자료를 도출하여 다수의 투입요소에 대한 다수의 산출물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

로 효율성 평가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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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ng the Efficiency and Returns to Scal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 Application of the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 to Local Sewage Utilities in Korea

Keum-Rok Yoo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al efficiency, input inefficiency, output inefficiency, 
and returns to scal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t sixty-nine local sewage utilities in 
local Korean governments using a non-oriented variable returns to scale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 that maximizes outputs and minimizes inpu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mean, standard deviation, maximum, and minimum of the 
sixty-nine sewage utilities are 77.08%, 24.08%, 100%, and 33.33%, respectively.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inputs and outputs inefficiencies indicate that most of the 
inefficiencies of sewage utilities are due to inputs rather than outputs. The results of 
the scale efficiency analysis show that most sewage utilities do not operate at optimal 
leve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turns to scale of sewage utilities with an 
inefficient scale of operations reveal that twelve sewage utilities operate wit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while forty-five operate with decreasing returns to scale. These results 
imply that sewage utilities operating wit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need to be 
expanded, while those operating with decreasing returns to scale should be reduced.

【Key Words: local sewage utilities,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

non-oriented model, returns to scale analysis, scale effici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