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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ailway started its operation in August 15, 1978 in Korea. Nowadays, it is being operated in Seoul, 
Busan, Incheon, Deagu, GwangJu, and Daejeon, and it is playing a major role in mass transportation. Urban 
railways can provide rapid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to citizens in eco-friendly and energy saving way. 
However, urban railway operating organizations have been in financially difficult conditions due to the 
enormous debts borrowed for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Urban railway operating organizations are under 
pressure to improve its difficult financial conditions through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efficiency of urban railway organizations have been evaluated since 1993 b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to make those organizations more competitive, responsible and 
efficient.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evaluation since they do not reflect the relative size of 
organizations, relative newness of facilities, etc so that it's not objective and loses fairness.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d method for the evaluation of safety.

국문요약

  안전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심사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실적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하고 국토해양부의 안전심사는 사전에 예방

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분야 실

적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으로 DEA분석 방법을 이용한 안전분야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발표 된 안전사고에 평가방법은 운영주체별 사고 건수의 절대적 평가를 

하고 있고 운영기관의 규모나 외적요인들을 반영한 상대적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는 자료포락분석기법의 CCR 및 BCC모형을 이용하여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순기

술 효율성과 기술 효율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기관과 비효율적인 운영기관을 알아보고 비효율적인 

운영기관의 경우는 비효율의 원인과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2조에 

따라 효율성을 경제성(Economy)․능률성(Efficiency)․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평가로 효율성을 경

제적인 측면과 효과적인 측면, 능률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을 시도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은 철도

운행을 위해 필요한 물적자원, 인적자원을 투입해 얼마나 경제적으로 결과물을 발생시켰는지를 평가하

는 것이고, 효과적인 측면은 산출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는가를, 능률적인 평

가는 산출/투입의 비율을 최대화를 효율적으로 한 운영기관이 어디인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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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철도는 환경 친화적이고 짧은 운행시격 등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1978년 8월 15일 서울메트로 개

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메트로, 대구지하철공사, 광주도시철도공

사, 대전지하철공사, 지하철 9호선에서 운행하고 있다. 도시철도는 친환경적, 에너지 절감, 대기오염 소

염 진동 등의 피해가 적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건설비로 인해 운영기관의 재정상태는 심

각한 상태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도산

의 위험이 없어 민간 기업에 비해 비용절감 등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동기가 미흡하

다. 무리하게 건설이 추진되어 개통이 된 후에는 매년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러한 적자는 운영기관의 효

율적인 운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조장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지방공기

업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민영화방안의 대안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경쟁을 조장하고 이윤동기를 불어넣고 효율

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평가가 운영규모 등 기관의 여건은 무시한 채 획

일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효율성을 보다 더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운영규모 및 투입요소를 고려한 상대적인 효율성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현재 수행하는 안전부문의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

가와 국토해양부의 철도종합안전심사로 평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영평가 항목 중 주요사업성과에서 열차지연율과 안전사고 발생건의 증감률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다. 열차지연율은 사고, 고장 등으로 인하여 5분 이상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측정

하는 지표이고,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각종 사고 및 고장 등으로 1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측

정하는 지표이다. 본 평가 지표는 유사한 성격의 평가지표로서 중복되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를 위해서는 평가항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위 항목들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년도 실적의 

증감률을 목표달성도로 평가하고 있다. 증감률을 평가지표로 하는 경우 모수가 크거나 실적이 상당한 

수준을 달성하고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을 경우 노력과는 무관하게 낮게 평가 될 수 있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철도종합안전심사는 2006년부터 도입하여 2년 주기로 철도운영자등의 안

전관리 실태를 심사하여 개선할 사항을 사전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철도안전법령의 이행실태 및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분야(안전관리, 철도운행, 차량, 시설, 전기)의 안전관리실태를 교통안

전공단이 심사를 수행하고 국토해양부 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선사항과 우수사례를 확정한

다. 본 안전심사의 목적은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철도사고 감소에 

목적이 있다. 본 심사는 운영주체별 사고 건수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주 심사내용이 철도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위험도 분석과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사고와 장애의 원인분석

과 이에 대한 대책수립으로 안전사고의 사전적 예방에 있다.

2. 본 론

 2.1 연구방법론

  2.1.1 DEA를 이용한 효율성 측정

경제적 측면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도록 자원량을 사용하거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자원을 최소로 하는 정도를 효율성이라고 한다. 

 효율성을 측정하는 자료포락분석(Date Envelopment Analysis, DEA)는 다수의 투입요소를 소비하여 

다수의 산출요소를 생산해 내는 의사결정단위(DMU)들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선형계획법을 기반으로 

측정하는 비모수적 기법이다. 활용범위도 광범위하여 학교, 병원, 은행,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많은 조직

의 제조 및 서비스 운영 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모형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활용 범위도 확대

되어 다기준(multi-criteria)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기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Talluri,2000) DEA가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는 이유로는 주어진 DMU의 투입․산출요소간의 관계를 규

정하는 생산 함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는 비모수적 기법이라는 점, 다수의 투입․산출요소를 동시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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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수 있다는 점, 효율적인 DMU와 비효율적인 DMU를 판별할 수 있고 비효율적 DMU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대상과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DEA에서는 산출요소의 가중 합을 투입요소의 가중 합으로 나눈 값을 효율성 점수(efficiency score)

로 정의하고 그 값이 1인 DMU를 효율적이라고 한다. 투입․산출 요소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평가 대상이 

되는 DMU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데, DEA에서는 이러한 가중치를 구하는 모형으

로 선형계획기법을 활용한다. DEA는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DMU의 효율성을 산출함과 동시에, 비효율

적인 DMU가 효율적이 되기 위해 투입 요소 및 산출요소에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그러나 DMU가 효율성에 대한 진단 도구로서 역할은 하지만 비효율적인 DMU가 

효율적으로 바뀌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Talluri,2000)

DEA는 복수의 투입요소와 산출 요소를 동일하게 가지는 동질의 의사결정단위 집합에 대해, 각 DMU

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분석모형이다. 각 DMU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분석모형이다. 개의 

DMU가 있고 개의 투입요수, 개의 산출요소가 있을 때, 평가 대상이 되는 DMU의 상대적 효율성 

점수는 Charnes et al.(1978)에 의해 제안 된 다음과 같은 선형계획기법 모형을 풀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DMU 가 생성하는 산출요소 의 양, 는 DMU가 사용하는 투입 요소 의 양,는 

산출요소 에 부과되는 가중치, 는 투입요소 에 부과되는 가중치,은 비아리키메디안 무한소

(non-archimedean infinitesimal)를 가르킨다. 이 문제를 평가 대상을 바꿔가며 번 풀면 모든 DMU들의 

상대적 효율성 점수를 구할 수 있으며, 각각의 DMU에 대해 그 효율성 점수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산

출 요소 및 투입요소의 가중치들이 구해진다. 효율성 점수, 즉 문제()의 최적 목적함수 값은 0보다 크

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의 DMU에 대해 그 효율성 점수가 1인 경우 해당DMU는 효율적이라고 하

고, 1미만인 경우는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모든 비효율적 DMU 에 대해, 성과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

으로 삼을 수 있는 효율적 DMU의 집합, 즉 참조집합(reference set)을 구할 수 있는 데 다음의 쌍대문

제를 풀어 찾을 수 있다. 

여기서 θ는 효율성 점수이고, π는 상대변수이다. 이 문제를 통해 DMU보다 더 적은 투입 요소를 

사용하면서도 더 많은 산출 요소를 생성할 수 있는 DMU결합체(DMU들의 선형 결합)을 식별할 수 있

고, π가 그 선형 결합 계수에 해당한다. DMU는 이 DMU결합체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성과를 개

선 시 킬 수 있다.

 계산상의 효율성을 이유로 쌍대 문제 형태의 모형이 더 많이 사용된다. 원 문제는 분석 대상이 되는 

DMU의 수 만큼에 해당하는 제약식이 포함되는데 반하여, 쌍대 문제의 경우는 투입 요소와 산출요소의 

개수만큼 제약식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DMU의 수보다 투입 및 산출의 요소의 수가 더 적기 때문에 

계산 관점에서 볼 때 쌍대문제가 훨씬 간편하다. 그러나 쌍대 문제 형태로만 DEA 모형을 다루게 되면 

원 문제 모형의 의사결정변수인 투입 ․산출요소의 수가 더 적기 때문에 , 계산 관점에서 쌍대문제형태로

만 DEA모형을 다루게 되면 원 문제 모형의 의사결정변수인 투입․산출 요소에 대한 가중치가 가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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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Input) ⇨ 산출(Output) ⇨ 결과(Outcome)

노동, 차량, 

궤도, 운영비 
⇨ 열차 서비스 ⇨   안전사고

⇨ ⇨
능률성 효과성

                              ⇨
                            경제성

양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CCR모형은 의사결정단위의 규모수익이 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이라는 가정 하에서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규모의 효율성과 순수한 기술적 효율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착안하여, Banker et at(1984)은 규모수익의 가변성(variable return to scale)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BCC모형이라 일컬어지며, BCC모형에서의 효율성 값은 주어진 생산 규모 하에서

의 순수 기술 효율성을 의미한다.  또 한 순수 규모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이

는 CCR모형에서 얻어지는 효율성을 BCC모형에서 얻어지는 효율성으로 나눔으로써 추정되어진다. 효율

적인 DMU들 간 순위 결정 방법의 하나로 super-efficiency가 개발되어지기도 하고(Andersen and 

Petersen,1993), 다기준 의사결정문제(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 problem)에 사용할 수 있는 

순수 산출 요소(또는 투입요소)모형도 존재한다.(Lovell and Paster, 1999) 

 순위 결정 방법의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로는 DEA-AR(Assurance Region)모형이 있다. 이 모형은 

가중치의 범위를 특별 영역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Thompson dt at.(1986)에 의해 제안되었다. 전통적

인 DEA모형인 CCR모형은 효율성 있는 의사결정 단위들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 모형에서

는 일부 비효율적인 의사졀정단위가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중치에 어떤 제약조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부적절한 가중치 

부여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 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결할 수 

있다. 

2.2 효율성 분석

 2.2.1 투입요소 ․ 산출요소 선정

              도표 1. 투입산출 모형자료:[감사원 성과감사 매뉴얼(일부수정)]

 도표1의 투입산출모형에서 투입은 철도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물적자원, 인적자원, 정보, 기술 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노동력, 차량수, 선로연장, 운영역을 열차서비스 산출을 위한 투입으로 보았다. 

산출은 생산된 물품과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선 산출을 열차운행거리와 수송실적으로 보았

다. 결과는 사업이나 정책 등의 목표, 그 활동을 수행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결과로는 안

전사고건수이다.

 경제성(Economy)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성은 투입(Input)단계에서 적게 지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절약”의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 측면

의 효율성 분석의 투입요소로는 노동력, 차량 수, 선로연장, 운영역 수로 산출요소는 안전사고로 하였다.

 능률성(Efficiency)는 “산출/투입의 비율을 최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의 생

산을 하고자 하는 것 또는 동일한 산출을 최소한의 자원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투입요소로는 노동

력, 선로연장, 차량수, 운영역 산출요소로는 운행거리와 수송승객수이다. 

효과성(Effectiveness)는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건수를 투입요소로 운행거리와 

수송실적을 투입하여 나온 결과물을 산출건수로 하여 효과적인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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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투입요소 ․ 산출요소 가중치 산정

효율성 순위 결정하는 모형으로 DEA-AR(Assurance Region)모형이 있다. 이 모형은 가중치의 범위

를 특별 영역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Thompson dt at.(1986)에 의해 제안되었다. 전통적인 DEA모형인 

CCR모형은 효율성 있는 의사결정 단위들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지 못한다. 또한 이 모형에서는 일부 비

효율적인 의사졀정단위가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중치에 어

떤 제약조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부적절한 가중치 부여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 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결할 수 있다.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연구자료를 근거로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과 AHP분석방법을 이용하

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료를 참고로 가중치를 산정하여 분석하고 AHP분석방법

을 이용한 가중치 산정은 방법만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산출물의 가중치는 철도사고와 지연사고를 1

단계로 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그 중 철도사고는 2단계로 사망, 중상, 경상으로 나우어 1단계와 2단계

로 계층화하였다. 

 1단계에서 철도사고와 지연사고 가중치는 평가전문기관(교통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자문을 

거쳐 만든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의 평가가중치를 반영하였다. 품질평가 안전분야 평가항목 중 철도

사고(사상사고)와 철도운행장애(열차지연)의 평가가중치는 각각 10%와 5%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

영하여 가중치를 철도사상사고는  0.67 열차지연은 0.33으로 하였다.  

 2단계의 사망, 중상, 경상의 가중치는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5판)의 교통

사고 비용을 참고하여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철도교통사고비용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모든 경제적 손실

을 부담주체와는 상관없이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비용에는 의료비용, 교통

사고 피해자의 생산손실비용, 물질적 피해비용, 정신적 피해비용, 경찰 및 보험회사의 교통사고처리비용

과 법적인 문제가 야기 된 경우 법정비용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다.

KDI의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5판)에는 철도부문의 교통사고 비용을 원단위

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원단위에 소비자물가지수(1.0772)를 적용하여 2007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

하였다. 교통사고에 따른 고통과 심리적 피해(Pain, Gried and suffering, PSG)비용을 포함한 사고비용

과 제외한 사고비용을 제시하였다.

도표2. 교통사고발생비용

구 분
생산손실

  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

  비용
행정비용   계

인적

피해

사망
PGS제외 30,695 666 504 70 31,935

PGS포함 42,360 919 696 97 44,071

중상
PGS제외 909 424 391 1293 3,017

PGS포함 1,818 849 782 2585 6,035

경상
PGS제외 95 9 12 253 368

PGS포함 102 10 13 274 399

물적피해 284 845 1,129

2단계 사망, 중상, 경상의 가중치에 1단계에서 산정 된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종 복합 가중치를 산정

하였다. DEA-AR모형에 최종 복합가중치인 사망 0.58 중상 0.08 경상0.01 지연사고 0.33을 설정하여 

DEA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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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효율성 분석결과

 2.3.1 효과적측면의 효율성 평가

도표3. 효과성 측면의 효율성분석

투입요소 산출요소 효율성 값
비효율

원인

지연

사고
사망 중상 경상

운행거리

(100만km)

수송실적

(천명)
CCR BCC 규모 기술 규모

2005

서울메트로 55 23 18 34 22.8 1,436,414 0.323 1 0.323 ●

도시철도공사 60 18 9 15 21.5 827,951 0.225 1 0.225 ●

인천메트로 6 2 2 0 2.4 69,634 0.155 0.156 0.994 ●

대전도시철도공사 - - - - - - - - -

대구도시철도공사 17 1 2 0 3.5 60,184 0.129 0.265 0.487 ●

부산교통공사 43 11 9 3 9.1 241,555 0.089 0.31 0.287 ●

광주도시철도공사 11 1 0 0 1.0 11,308 0.136 0.79 0.172 ●

2006

서울메트로 62 23 19 20 22.4 1,430,996 0.291 0.962 0.302 ●

도시철도공사 35 13 9 7 19.2 838,414 0.319 1 0.319 ●

인천메트로 7 3 3 0 2.4 71,494 0.128 0.129 0.992 ●

대전도시철도공사 5 0 0 1 0.8 10,228 0.385 0.878 0.438 ●

대구도시철도공사 28 2 1 0 6.0 108,331 0.281 0.769 0.365 ●

부산교통공사 29 5 8 3 11.0 243,369 0.014 0.839 0.017 ●

광주도시철도공사 5 0 1 0 1.1 10,991 0.347 0.736 0.471 ●

2007

서울메트로 131 29 9 24 22.3 1,431,757 0.273 0.744 0.367 ●

도시철도공사 60 21 5 6 19.3 935,919 0.346 0.766 0.446 ●

인천메트로 8 4 1 2 3.0 72,828 0.179 0.184 0.976 ●

대전도시철도공사 3 0 0 2 1.8 23,346 1 1 1

대구도시철도공사 4 1 0 0 6.0 107,401 1 1 1

부산교통공사 27 7 11 1 11.1 237,529 0.133 0.713 0.187 ●

광주도시철도공사 0 0 0 0 1.7 13,923 - - -

2008

서울메트로 88 7 7 6 21.9 1,446,924 0.375 1 0.375 ●

도시철도공사 50 7 7 6 18.9 846,925 0.286 1 0.286 ●

인천메트로 2 1 1 0 2.4 73,044 1 1 1

대전도시철도공사 1 1 1 0 1.8 25,602 0.955 1 0.955 ●

대구도시철도공사 8 0 0 2 6.1 110,434 0.451 1 0.451 ●

부산교통공사 28 9 9 1 11.3 254,947 0.15 0.905 0.166 ●

광주도시철도공사 0 0 0 0 1.5 14,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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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효과적 측면의 기술효율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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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효과적 측면의 순기술 효율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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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요소 산출요소 효율성 값

선로길이

(km)

차량수

(량)

노동력

(명)

운영역

(개)

지연

사고
사망 중상 경상 CCR BCC 규모

2005

서울메트로 134.9 1944 10220 117 55 23 18 34 0.002 0.016 0.125

도시철도공사 152 1564 6573 148 60 18 9 15 0.002 0.019 0.105

인천메트로 21.9 200 1149 22 6 2 2 0 0.124 0.178 0.697

대구도시철도공사 53.9 384 2064 56 17 1 2 0 0.052 0.133 0.391

부산교통공사 88.6 776 3426 90 43 11 9 3 0.006 0.029 0.207

광주도시철도공사 12.1 52 564 14 11 1 0 0 0.301 1 0.301

2006

서울메트로 134.9 1944 10218 117 62 23 19 20 0.002 0.016 0.125

도시철도공사 152 1564 7070 148 35 13 9 7 0.003 0.028 0.107

인천메트로 21.9 200 1150 23 7 3 3 0 0.085 0.129 0.659

대전도시철도공사 10.5 21 669 12 5 0 0 1 0.823 0.823 1

대구도시철도공사 53.9 384 2064 56 28 2 1 0 0.031 0.078 0.397

부산교통공사 88.6 776 3457 94 29 5 8 3 0.011 0.053 0.208

광주도시철도공사 12.1 52 565 14 5 0 1 0 0.684 1 0.684

2007

서울메트로 134.9 1944 10383 117 131 29 9 24 0.002 0.011 0.182

도시철도공사 152 1564 7033 148 60 21 5 6 0.002 0.018 0.111

인천메트로 22.9 200 1150 23 8 4 1 2 0.070 0.103 0.680

대전도시철도공사 10.5 21 669 12 3 0 0 2 1 1 1

대구도시철도공사 53.9 384 2064 56 4 1 0 0 0.117 0.323 0.362

부산교통공사 88.6 776 3521 94 27 7 11 1 0.009 0.045 0.200

광주도시철도공사 12.1 52 584 14 0 0 0 0

2008

서울메트로 134.9 1944 9980 117 88 7 7 6 0.002 0.015 0.133

도시철도공사 152 1564 6763 148 50 7 7 6 0.003 0.027 0.111

인천메트로 22.9 200 1149 23 2 1 1 0 0.539 0.752 0.717

대전도시철도공사 20.5 21 680 22 1 1 1 0 1 1 1

대구도시철도공사 53.9 384 2064 56 8 0 0 2 0.045 0.126 0.357

부산교통공사 95.8 776 3521 94 28 9 9 1 0.011 0.054 0.204

광주도시철도공사 20.5 52 584 20 0 0 0 0

효과적측면의 기술효율성은 2007년 대전과 대구도시철도공사, 2008년 인천메트로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기관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를 살펴

보면 순기술효율성값이 2007년을 제외하고는 1에 가까움을 볼 수 있다. 비효율의 원인이 규모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운영기관의 기술효율성 변화율을 살펴보면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효율성값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기 3개의 운영기관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운영기관이라 열차 지연건수와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하였어도 기술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인천메트로의 경우 순기술효율성값과 기술효율성값이 거의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인천메트로는 규모면에 있어 효율적이기 때문에 투입․산출요소의 변화가 바로 기술효율성과 순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3.2 경제적측면의 효율성 평가

도표4.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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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경제적 측면의 순기술 효율성 변화

분석 결과 대전도시철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월등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광주도시철공사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운영기관의 기술효율성과 순기술효율성은 유사한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비효율의 원인이 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

으로 운영된 다고 할 수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06년 최근에 설립되어 스크린 도어, 신호시스템 

등 안전에 대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고건수 및 지연건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설립연

도가 오래되고 노후화 될 수록 직원 수 또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도시철도공사가 투입요소 대비 산출요인인 사고 건수가 확연히 적어 다른 

운영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효율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설립연도가 비슷한 운영

기관들을 그룹화하여 분석하면 시설로 인해 발생한 비효율의 원인을 제거하여 다시 운영기관의 효율성

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서울

메트로

도시철도

공사

부산교통

공사

인천

메트로

대구도시

철도공사

광주도시

철도공사

대전도시

철도공사

개통일 74.8.15 95.11.15 85.07.19 99.10.06 97.11.26 04.04.28 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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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능률적측면의 효율성 평가

도표5.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분석

투입요소 산출요소 효율성 값

선로길

이(km)

차량수

(량)

노동력

(명)

운영역

(개)

운행거리

(100만k

m)

수송실적

(천명)
CCR BCC 규모

2005

서울메트로 134.9 1944 10220 117 22.8 1,436,414 1 1 1

도시철도공사 152 1564 6573 148 21.5 827,951 1 1 1

인천메트로 21.9 200 1149 22 2.4 69,634 0.717 0.748 0.959

대전도시철도공사 - - - - - - -

대구도시철도공사 53.9 384 2064 56 3.5 60,184 0.548 0.552 0.993

부산교통공사 88.6 776 3426 90 9.1 241,555 0.820 0.821 0.999

광주도시철도공사 12.1 52 564 14 1.0 11,308 0.645 1 0.645

2006

서울메트로 134.9 1944 10218 117 22.4 1,430,996 0.994 0.994 1

도시철도공사 152 1564 7070 148 19.2 838,414 0.918 0.922 0.996

인천메트로 21.9 200 1150 23 2.4 71,494 0.713 0.748 0.953

대전도시철도공사 10.5 21 669 12 0.8 10,228 0.438 0.438 1

대구도시철도공사 53.9 384 2064 56 6.0 108,331 0.936 0.943 0.993

부산교통공사 88.6 776 3457 94 11.0 243,369 0.980 0.980 1

광주도시철도공사 12.1 52 565 14 1.1 10,991 0.655 0.987 0.664

2007

서울메트로 134.9 1944 10383 117 22.3 1,431,757 0.994 0.994 1

도시철도공사 152 1564 7033 148 19.3 935,919 0.984 0.990 0.994

인천메트로 22.9 200 1150 23 3.0 72,828 0.880 0.896 0.982

대전도시철도공사 10.5 21 669 12 1.8 23,346 1 1 1

대구도시철도공사 53.9 384 2064 56 6.0 107,401 0.936 0.944 0.992

부산교통공사 88.6 776 3521 94 11.1 237,529 0.979 0.980 0.999

광주도시철도공사 12.1 52 584 14 1.7 13,923 1 1 1

2008

서울메트로 134.9 1944 9980 117 21.9 1,446,924 1 1 1

도시철도공사 152 1564 6763 148 18.9 846,925 0.950 0.955 0.995

인천메트로 22.9 200 1149 23 2.4 73,044 0.714 0.796 0.897

대전도시철도공사 20.5 21 680 22 1.8 25,602 1 1 1

대구도시철도공사 53.9 384 2064 56 6.1 110,434 0.937 0.944 0.993

부산교통공사 95.8 776 3521 94 11.3 254,947 0.993 0.995 0.998

광주도시철도공사 20.5 52 584 20 1.5 14,353 0.914 1 0.914

1270



0

0.2

0.4

0.6

0.8

1

2005 2006 2007 2008 연도

효율성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0

0.2

0.4

0.6

0.8

1

2005 2006 2007 2008 연도

효율성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그림5. 능률성 측면의 기술효율성 변화 그림6. 능률성 측면의 순기술효율성 변화

투입요소를 선로길이, 차량 수, 노동력, 운영 역(개)으로 하고 산출요소를 운행거리(100만km)와 수송

실적으로 하여 운영기관의 능률성을 살펴보았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005년 1, 2006년 0.994, 2007년 

0.994, 2008년 1로 대부분 효율적이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도 20065년 1, 2006년 0.918, 2007년 

0.984, 2008년 0.950으로 효율적으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

천메트로의 경우는 2005년 0.717, 2006년 0.713, 2007년 0.880, 2008년 0.714로 상대적으로 다른 운

영기관보다는 낮은 효율성을 보였다.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우는 2006년 개통되어 2006년에는 0.438로 

비효율적이었으나 2007년부터는 수송실적과 운행거리가 많이 증가하여 가장 효율적인 운영기관이 되었

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도 2005년의 경우 0.548로 비효율적이었으나 2006년부터 수송실적이 많이 

증가하여 가장 효율적인 운영기관이 되었다. 부산교통사도 2006년 이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광주도시철도의 경우도 2005년 2006년 0.645와 0.655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07년

과 2008년에는 1과 0.914로 많이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다. 능률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운영기관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비효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하고 대부

분의 운영기관의 원인이 규모가 아닌 기술성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론

본 논문은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안전부분에 대한 평가기관과 평가방법을 조사하고 사후실적에 대한 평

가방법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방법으로는 자료포락분석기법의  CCR 및 BCC

모형을 이용하여 기술 효율성과 순기술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효율성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운영기관

의 경우 비효율의 원인을 알아보고 개선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분석은 경제적인 측면과 효

과적인 측면, 능률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방공기업 평가 항목 중 안전에 대한 평가 지표는 열차지연율과 안

전사고평가 항목으로 되어있다. 열차지연율(회/km)은  사고, 고장 등으로 인하여 5분 이상 열차가 지연

되는 경우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안전사고(건) 발생건수는 각종 사고 및 고장 등으로 10분이상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측정하는 지표로 유사한 항목에 대한 평가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중복성을 제거

하기 위해 평가항목인 열차지연율대신 철도사고 건수(사망, 중상,경상)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평가방법은 목표달성도 증감률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 목표달성도는 

평가년도 실적을 평가년도 목표치로 나눈 것을 말하며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운영

기관의 규모나 외부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규모를 반영하여 평가하여 상대평

가를 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개선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DEA분석방법을 통해 상대평가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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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안하였다. DEA는 DMU(의사결정단위)중에 효율성이 가장 높은 DMU를 지정하고 다른 DMU들

과 비교하여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DEA소프트웨어는 Frontier Analyst를 이용하였다.

셋째, 감사원의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제2조에서는 공기업평가 시 경제성(Economy) ․ 능률성

(Efficiency) ․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평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적자원 ․ 인적자원 등 투입자원 대비 안전사고 건수를 비교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 운영되었는지

를 살펴보았다. 효과적 측면은 운행거리와 수송실적 대비 안전사고 건수를 비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

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능률적 측면은 물적․인적자원등을 통해 수송실적 및 운행거리를 효율적으로 운영 

했는지를 평가하여 보았다. 평가결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경제적측면과 효

과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기관으로 나왔고 원인이 규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효율성을 능률적인 측면에서 선행연구는 있었으나 안전에 대한 효율성 연구는 전무하였다. 

셋째, 운영기관의 2008년의 효율성 분석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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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2008년 운영기관의 효과적 측면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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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2008년 운영기관의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1272



0

0.2

0.4

0.6

0.8

1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대전도시철도공사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기술효율성

순기술효율성

그림9. 2008년 운영기관의 능률적 측면의 효율성

향후 연구과제로는 규모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 운영기관들과 그렇지 않은 운영기관을 두 그룹으로 분

류하여 그룹별로 효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평가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제거

하고 운영기관의 효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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