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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 DEA적용 모델

선박운영사의 자본금 규모, 보유 선박, 항로수 및 선원수 등
에 따라 선박 관리 형태가 달라진다. 이러한 요인은 안전 효율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운영형태별 정확한 안전환경
에 대한 진단은 여객선사의 운항 안전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요
소이다.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법은 해
양, 항만, 비행안전, 도시철도 운영기관, 건설현장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안전관리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기법으로 활용되어 왔

DEA를 위한 목적함수

다[1][2][3]. 그러나 연안여객선사의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DEA
분석을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 본 연구는 여객선사의 운영에 대
하여 DEA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DEA
적용을 위하여 ISM 및 여객선 운항관리 규정을 활용하여 안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식별하였
다. 안전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해양사고를 규모별로 분류하여
산출요소에 반영하였다.

2. 문제의 형성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는 DEA 방법에는 응용문제의 성
격과 주어진 자료의 특성에 따라 여러 모형이 존재한다. 본 연
구에서는 기본모형으로 CCR 및 BCC 모형을 이용하였다.[2]
ISM code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에 기초를 두고 연안여객선
운영에서의 다수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 내
항운송사업체에 대한 여객선의 운영형태를 분류하여 의사결정
단의(Decision Making Unit DMU)를 결정한다. Fig. 1은 식별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도식이다.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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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은 연안여객선의 운영형태별 안전환경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식별하여 여객선에 적합한 DEA 적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객선사의 운영형태를 분석하여 DMU를
설정하고 문헌 검토를 통해 투입 및 산출요소를 식별하여 여
객선 안전효율성을 진단하는데 적합한 DEA모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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