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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oposes a DEA‐AR model for the efficiency evaluation of the iron ore brands in an integrated steel 

mill. The input factor is defined as unit cost of each brand based on CIF and two output factors are chosen as Fe 

and Al which are the important ingredients of iron ore. The relative importance between two output factors is 

determined by several experts using AHP model. The efficiency of each brand is determined using DEA and DEA‐AR 

models.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EA‐AR efficiency and the unit cost (CIF) is shown as significant 

where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exist between the efficiency and the output factors. Also, the Kruskal Wallis rank 

sum test shows that there exist efficiency differences among the iron ore types whereas no difference is shown among 

the countries. The result could be utilized in selecting good brands of iron ores based on the DEA‐AR efficiency in 

an integrated steel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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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 제철소(Integrated steel mill)의 원료로 사

용되는 철 석(iron ores)에는 주요 성분인 철(Fe)

성분 이외에 불순물인 Si, Al, P 등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성분은 철 석의 산지와 랜드에 따

라 달라지게 되는데, 수요가인 철강회사에서는 가

능한 한 최소의 경비로서 좋은 품질의 철 석을 

구매하고자 한다.

철 석의 FOB 가격은 철 석에 포함된 철(Fe) 

성분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 으로 US¢ per dmtu 

(dry metric ton unit)로 표시된다. 를 들면, 1

톤당 Fe 성분이 68%인 철 석의 FOB 가격이 US¢ 

147 per dmtu라고 할 때, 이 철 석의 톤당 가격

은 US$99.96(= ¢147×68/100)이 된다. 즉, 철 석

의 FOB 가격은 철 석에 포함된 순수한 Fe 성분

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그런데, 제철소에서 철 석을 구매할 경우에는 

FOB에 운송비와 보험료가 추가된 CIF 가격이 지

출되는데, 이때의 운송비와 보험료 산정 기 은 

철 석의 체 량에 해 매겨지게 된다. 에 

제시한 시에서 철 석 1톤당 FOB 가격은 철

석의 함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지만, 운임과 보

험료는 불순물을 포함한 철 석의 총 량에 의해 

산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철 석의 운임은 

철 석 량뿐만 아니라 수송거리와 수송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장거리 수송의 경

우 운임이 증가하게 되며, 수송 선박의 크기가 커

질수록 톤당 운임은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하여 낮

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가격결정 구조에 의해, Fe 함량이 낮

은 품  철 석은 고품  철 석에 비해 FOB

가격이 낮게 되지만, 만약 품  철 석의 수송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 Fe 함량이 높은 고품  철

석에 비해 CIF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가격역

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Fe 함량이 낮은 철

석으로 철을 생산할 경우 고품  철 석에 비해 

불순물이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어 처리과정에서

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로 품  

철 석을 높은 단가(CIF)에 구매한다는 것은 매우 

비경제 이며  피해야 할 의사결정으로 여겨

지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제철소에서 사

용하는 여러 철 석 랜드 에서 단가(CIF) 

비 효용이 높은 철 석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론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한 방법론 에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투입과 산출요소를 반 할 수 

있는 DEA 방법론을 용하고자 한다.

2. DEA 모형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는 의사결정

단 (DMU)의 상  효율성을 측정하기 한 방

법론으로서 다수의 투입과 산출변수가 존재할 경

우 유리하다. Charnes et al.[9]에 의해 개발된 식 

(1) 에서의 CCR 모형은 제약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식 (2)의 BCC 모형 개발[7, 8]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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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 모형을 통한 효율성은 투입요인의 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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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산출요인의 가  합으로 나타나는데, 투입

요소 값이 작아짐에 따라 혹은 산출요소 값이 커짐

에 따라 효율성이 커지게 된다. 그런데, 부채(debt)

와 같은 산출요소는 값이 을수록 선호되며(unde-

sirable output) 이에 해 다양한 처리방법이 논

의되고 있다[6, 15, 16, 22, 26]. 

DEA 분석은 공공기 의 효율성 평가에 주로 

이용되어 왔지만[3, 10, 11, 24], 상업 인 조직에

서도 활용된 경우도 있으며[17, 18, 19, 25], 원료의 

효율성 평가에 활용된 연구[2]도 제시되고 있다. 

DEA 모형의 단 으로서 DMU 개수에 비해 투

입  산출요소가 많아질 경우 효율 이라고 

단되는(효율 = 1) DMU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론으로서 DEA-AR, Super 

efficiency, Con ratio method 등이 제안되고 있다. 

우선, Allen et al.[5]은 가 치에 직  제약을 가

하는 방법, 측된 투입-산출요소의 수 을 조정

하는 방법, 그리고 가상의 투입-산출요소에 제약

을 가하는 방법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에서 DEA-AR(DEA assurance region) 모형

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용되는 가 치들 간

의 상하한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효율 인 DMU

(효율성 = 1)가 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11, 20]. 한, 이들 상하한의 결정은 문가 

의견을 반 하거나 혹은 외부 기 의 객 인 자

료를 이용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21]. 

한편, DEA-AR 모형에서 가 치들 간의 상하

한 제약조건 도출을 해 AHP 모형을 결합한 방

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투입  산출요소에 부

과되는 가 치들 간의 상  요도를 AHP 모

형에 의해 구하고, 응답자들로부터의 상  요

도의 최 값/최소값, 최소값/최 값을 각각 제약조

건의 상한과 하한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 4, 12, 13, 14]. 이를 용할 경우 DEA 모

형에 의한 효율성이 1이 되는 DMU 개수가 축소

되는 장 이 있는 반면에 상  요도의 결정이 

문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주 인 단

에 흐를 수 있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A-AR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투입  산출요소에 부과되는 가 치들 간의 요

도 제약조건을 추가함으로써 효율 으로 평가되는 

DMU의 개수를 제한하고자 하며, 투입-산출요소

들간의 가 치는 장 문가들로부터 요도 우선

순 를 반 할 수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3. 철 석 랜드 별 효율성 분석

3.1 DEA 입력자료

DEA 모형 용을 해서는 투입과 산출요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의 투입요소로서는 

단가(CIF)를, 산출요소로서는 Fe, Si, Al, P를 선

정하 다. 산출요소인 Fe는 값이 커질수록 선호되

는 요소임에 반하여, 다른 산출요소들인 Si, Al, P 

성분은 값이 커질수록 공정에서 선호되지 않는 요

소이므로, 다음의 식 (3)에서와 같이 undesirable 

output의 처리과정[26]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 

식 (3)에서 Xi를 i번째 랜드에 한 undesirable 

output 값이라 하고, DEA 투입을 해 변환된 i

번째 랜드의 값을 NewXi라 하면 다음이 성립

하며, 상수 ε은 모든 자료의 값을 양수로 만들기 

한 작은 양의 값을 의미한다.

         (3)

다음으로, 투입  산출요소들 간의 상 계를 

다음의 <Table 1>에 나타내었다. 표에 의하면 우

선 투입요소인 CIF와 다른 산출요소들과는 유

의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일

반 으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들 간의 상 이 존

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는 당  상에 따라 CIF로 환산된 최종 지

불가격과 품질은 독립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

론 으로 DEA 모형을 통해 단가(CIF) 비 철

석의 품질을 분석하는 것은 유용할 것으로 단된

다. 다음으로 CIF와 P와의 상 계는 거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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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U Country Type
Unit Cost
(CIF)

Ingredients

Fe Al

A11(L) A L 129.89 63.7 0.95

A12(L) A L 127.87 62.7 0.9

A13(L) A L 128.27 62.8 0.85

B11(L) A L 123.23 61.1 1

A21(F) A F 91.71 62.8 0.1

A22(F) A F 90.27 61.7 0.3

A24(F) A F 84.12 57.7 0.85

A23(F) A F 89.98 61.7 0.25

A25(F) A F 84.7 58.11 0.83

B21(F) A F 87.09 60.2 0.4

B22(F) B F 83.74 67 1.3

B23(F) B F 77.34 65 1.1

B31(P) B P 146.35 66.09 1.1

B32(P) B P 142.57 66.71 1.81

C11(L) C L 165.89 64.5 0.86

C21(F) C F 104.4 63.94 0.39

D21(F) D F 96.23 67.16 1.97

<Table 2> DEA Input Data

것으로 나타나(상 계수 < -0.1, p-value = 0.972) 

P는 분석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출요소들 간의 상

계에 의하면 Fe와 Si는 매우 상 이 크고(유의수

 1%), Al과 Si는 상 이 어느 정도 있으므로 Al

과 Si 두 요소  Si를 분석의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으로 

투입요소는 단가(CIF)를 선정하 으며, 산출요소

로서는 Fe와 Al를 선정하여 모두 3개의 투입  

산출요소로 정하 다. 기타의 투입요소로서는 납

기를 들 수 있으나 이는 연간 계획에 의해 수송선

박을 투입하여 제철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계획에 

따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고려의 상에서 제외

하 다. 

한편, 철 석의 랜드 별 단가와 주요 성분은 

철 석을 채굴하는 국가와 랜드에 따라 달라지

게 되는데, 다음의 <Table 2>는 A제철소에서 사

용 정으로 있는 철 석들에 한 채굴국가, 

종  단가와 구성성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단

가는 CIF 가격으로서 통상 으로 1톤당 가격(US 

$)을 나타내며, Al 성분은 불순물로서 많이 포함

될수록 품질이 낮아지게 된다. 

Variables CIF Fe Si Al P

CIF 1
0.36
(0.155)

0.09
(0.741)

0.28
(0.283)

-0.01
(0.972)

Fe 1
0.63
(0.007)

0.58
(0.014)

0.30
(0.235)

Si 1
0.53
(0.030)

0.38
(0.131)

Al 1
0.74
(0.001)

P 1

<Table 1> Correlation between Input-Output Factors

일반 으로 DEA를 용하고자 할 경우, DMU 

개수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총 개수보다 3배 

이상 많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11], 이 연구에

서는 DMU의 개수는 17개로서 이 조건을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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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U
Efficiency Input Output

CCR DEA-AR CIF Fe Al

A11(L) 0.60 0.58 129.89 63.7 1.12

A12(L) 0.61 0.58 127.87 62.7 1.17

A13(L) 0.62 0.58 128.27 62.8 1.22

B11(L) 0.61 0.59 123.23 61.1 1.07

A21(F) 1 0.82 91.71 62.8 1.97

A22(F) 0.97 0.82 90.27 61.7 1.77

A24(F) 0.89 0.82 84.12 57.7 1.22

A23(F) 0.98 0.82 89.98 61.7 1.82

A25(F) 0.89 0.82 84.7 58.11 1.24

B21(F) 0.97 0.83 87.09 60.2 1.67

B22(F) 0.95 0.95 83.74 67 0.77

B23(F) 1 1 77.34 65 0.97

B31(P) 0.54 0.54 146.35 66.09 0.97

B32(P) 0.56 0.55 142.57 66.71 0.26

C11(L) 0.49 0.46 165.89 64.5 1.21

C21(F) 0.84 0.73 104.4 63.94 1.68

D21(F) 0.83 0.83 96.23 67.16 0.1

<Table 3> The Results from Model with Data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구나, 향후 자료가 축

되어 DMU 개수가 증가할 경우 실제 활용 가능성

은 높아질 것이므로 탐색  연구로서의 가치도 있

을 것으로 단된다.

3.2 CCR 효율성

철 석 랜드 별 효율성은 단가(CIF)가 싸거나 

혹은 Fe함량이 높은 철 석이 좋을 것이라는 일반

인 상과 비교하여 평가하 다. 다음의 <Table 

3>에는 DEA 모형에 의한 결과인 효율성과 함께 

투입  산출요소들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서 산출요소인 Al의 값은 앞서의 식 (3)에서 제시

한 undesirable output 처리에 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3>의 두 번째 열에 DEA 모형에 의한 

철 석의 CCR 효율성(Input model)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 의하면 CCR 효율성이 1인 철 석은 총 

17개의 랜드  2개로서, 랜드 A21(F)와 B23 

(F)가 가장 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효율

성이 1인 2개의 랜드 에서는 B23(F)의 CIF단

가가 가장 싸면서도 품질요소  Fe가 가장 높은 

랜드임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DEA 모형에 

의해 단가(CIF) 비 2가지 품질기 에 의한 철

석 랜드들의 효율성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3.3 DEA-AR 모형에 의한 효율성

철 석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들은 서로 요도가 

다를 것으로 상되는데, 이를 반 할 수 있는 

DEA-AR(I) 모형을 용하고자 한다. DEA-AR(I) 

모형의 용을 해서는 산출요소 가 치들 간의 

선형제약식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이용하여 가

치들간의 상한과 하한을 지정하고자 한다. 투입

요소는 단가(CIF) 한 가지로서, 투입요소와 산출요

소들을 모두 포함하여 상하한 제약조건을 설정하는 

DEA-AR(Ⅱ) 모형의 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260 성덕 ․변귀원

AHP의 용을 해 우선 다음의 [Figure 1]에서

와 같이 산출요소들 간의 계층구조(hierarchy)를 

작성하 다. 즉, ‘ 장 작업의 용이성  제품 품

질’을 기 으로 ‘철 석 구성성분의 요도’를 비교

하도록 하 다. 다음으로 품질요소들 간 선형제약

식의 상하한 결정은 Jablonsky[14]의 연구와 동일

한 방법으로 결정하 다. 즉, 제철소 작업 과정에

서 철 석의 사용량을 결정하는 문가들로부터 품

질요인들 간의 요도를 비교(pairwise com-

parison)하도록 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가 

개인별 AHP 모형을 실행하여 품질요인들 간의 

요도를 도출하 다. 문가 개인별로 도출된 품질

요소들 간의 요도 값에 의해 다음의 식 (4)에서

와 같이 요도의 최소 값과 최  값의 비율을 DEA- 

AR 모형의 하한과 상한으로 용하 다. 문가 

3인 각각이 요소들 간 비교를 하고, 정해진 

차에 의해 AHP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품질요소들 

간 선형제약식의 상한과 하한을 다음의 <Table 

4>에서와 같이 도출하 다. 비교 상의 산출

요소는 두 개인 AHP hierarchy가 매우 단순하며, 

이 두 가지 산출요소간의 비교는 문가들로서는 

매우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교 결과 문가들은 산출요소들 간의 

우선순  부여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평가에 참여하는 문가의 

숫자는 3명으로서 충분한 것으로 단하 다.

[Figure 1] AHP Hierarchy Among Output Factors

lij = maxk(wijk)/mink(wijk), 

uij = mink(wijk)/maxk(wijk) (4)

여기서 wijk：k번째 문가가 도출한 j번째 요소에 

한 i번째 요소의 가 치

lij, uij：DEA-AR 모형에서 j번째 요소에 

한 i번째 요소의 가 치 하한과 

상한

Lower
bound

Numerator Denominator
Upper
bound

1.95 Fe Al 3.42

<Table 4> The Bounds of Linear Constraint

와 같이 산출요소 가 치들 간의 선형제약식을 

반 한 DEA-AR Input 모형을 용한 결과 효율

성은 의 <Table 3>의 두 번째 열에 나타내었다. 

결과에 의하면 품질요인들 간의 제약을 반 할 경

우 비용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랜

드는 B23(F) 한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

서의 DEA 모형에서 2개의 랜드가 효율 이라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여 다. 즉, 품질요인들 간의 

가 치가 다를 경우 이를 반 한 효율성이 보다 합

리 인 값이라 단된다. 한, 가장 비효율 인 

랜드는 C11(L)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서는 해당 

랜드의 CIF 단가가 매우 높아 비효율 인 것으

로 단된다. 이상과 같이 품질요소의 가 치들 간

의 제약조건을 용한 DEA-AR 모형에 의해 철

석 랜드들의 효율성을 도출할 수 있다.

3.4 효율성과의 상 계

DEA-AR 모형에 의한 효율성과 단가  철 석의 

품질요인들과의 상 계를 분석하 다(<Table 5> 

참조). 우선, 효율성은 단가(CIF)와 음(-)의 상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철 석 단가(CIF)가 

높아질수록 효율성은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

런데, 철 석의 FOB 가격은 품질이 좋을수록 높아

지는 것이 일반 인데 반하여 이 연구에서처럼 품

질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원인으로서는, 품질이 좋은 철 석의 경우 수송에 

소요되는 비용(Freight, Insurance)이 높아져 CIF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철강생산 기업에서는 수송비를 고려한 실 구매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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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EA-AR Efficiency and Factors

Variables CIF Fe Al Si P

Efficiency
-0.96
(< .0001)

-0.14
(0.59)

-0.16
(0.55)

0.04
(0.87)

0.09
(0.73)

<Table 6> Kruskal Wallis Rank Sum Test Among Countries and Ore Types

Test among countries Test among types of iron ores

Country n
Sum of 
scores

Expected 
scores

χ2 p-value Type n
Sum of 
scores

Expected 
scores

χ2 p-value

A 10 91.5 90

2.91 0.405

L 5 23 45

12.3 0.002B 4 38 36 F 10 125 90

C 2 9 18 P 2 5 18

D 1 14.5 9

(CIF)를 바탕으로 가격 비 품질 개념의 효율성에 

근거하여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경제 일 것으

로 단된다. 

다음으로 DEA-AR 효율성과 여타의 품질요인

과의 상 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

면, 효율성과 철분(Fe) 함량과의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철 석의 가격 결정 구

조가 FOB 가격에 의존하고 있음에 반해 CIF를 기

으로 하는 단가는 수송비  보험료가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다른 품질 요인들

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DEA-AR 효율성은 CIF 

기 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기에, 이들과는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

과는 일반 으로 철(Fe)의 함량이 높을수록 단가

가 높고 Al, Si, P 등의 품질에 해되는 요소의 

함량이 높을수록 단가가 낮을 것이라는 상식에 

배되는 것으로서, 실제 기업이 철 석의 구매에 

지불하는 단가가 FOB 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CIF 기 으로 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5 국가별  종별 효율성 비교

철 석 산지에 따라 국가는 4개(A, B, C, D), 

종은 3가지(F, L, P)로 분류하여 철 석의 국가

별 종별 DEA-AR 모형에 의한 효율성을 비교

하 다. DEA모형은 효율성이 비모수 인 특징을 

가지는 것에 비추어 다음의 <Table 6>에서와 같

이 Kruskal Wallis 검정을 수행한 결과, 철 석 

랜드의 산지 국가간 효율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  = 0.05). 반면에, 종

별 효율성 차이에 한 검정 결과 5% 유의수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able 6>, 

[Figure 2] 참조), 결과에 의하면 종 F의 효율

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그리고 종 P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품질이 가

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종 P의 효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는 종 P는 품질이 높지만 

그에 비례해서 단가가 높으며, 따라서 가격 비 

품질 기 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ure 2] Distribution of Efficiencies for the Types 
of Iron 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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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추후 연구방향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철 석 랜드들 간의 단

가(CIF) 비 품질 기 의 효율성을 구할 수 있는 

DEA 모형을 제시하 다. DEA 효율성을 구하기 

해 투입요소로서는 구매단가(CIF)를, 산출요소

로서는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인 Fe와 Al를 선정

하 다. 기업에서의 용 사례를 분석하기 해 총 

17개의 랜드에 해 CCR 모형을 용한 결과 

가장 효율 인 것으로 평가된 랜드는 모두 2개

로 나타났다. 고려 상의 랜드 개수에 비해 효

율 인 랜드라 평가된 개수가 많아, 투입-산출

요소들의 가 치들 사이에 상하한 제약조건을 

부과하여 DEA-AR 모형을 실행하 다. 상하한 

제약조건 부과를 해 품질요소들 간의 가 치를 

AHP 방법에 의해 도출하 으며, 이를 해 장 

문가들로부터 품질요소들 간의 상 비교를 수행

하 다. AHP로부터 도출된 품질요소들 사이의 

요도를 기 으로 상하한을 결정하여 DEA-AR 모

형에 제약조건으로 반 하 다. DEA-AR 모형의 

용 결과 앞서 DEA 모형에서 가장 효율 으로 

나타난 2개의 랜드 에서 1개 랜드만이 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품질요소들 간의 요

도를 반 함으로써 철 석 랜드에 해 가격

비 품질 기 으로 가장 효율 인 랜드의 별이 

가능하게 되었다.

DEA-AR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효율성을 기

으로 CIF단가와 효율성 사이에는 음(-)의 상

계가 존재함을 찰할 수 있었다. 즉, 구매단가가 

높은 랜드일수록 효율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며, 이는 품질이 높은 철 석은 품질이 

낮은 철 석에 비해 구매단가(CIF)가 상 으로 

크게 높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철소

에서 사용하는 랜드들의 국가간 종간 효율성

에 한 Kruskal Wallis 검정 결과 국가간 효율

성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종간에는 차

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품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종 P의 효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가격 비 품질 에서는 효율 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분석 상의 랜드(DMU)가 17개로

서 어 효율 인 DMU가 많이 도출된다는 단

이 있다. 향후 랜드 개수를 증가하여 분석할 경

우 실제 사용이 유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한, 고품질 랜드의 경우 효율

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품질의 철 석은 실

제 공정에서의 작업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

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된 2개의 품질요소 이외 실

제 공정에서의 ‘작업 용이성’ 등에 한 추가 인 

산출요소를 반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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