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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45 Korea IT service companies from 2012 to 2016 using DEA analysis. Large enterprises, medium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CCR model and BCC model were used for efficiency analysis. 

Among the various analytical objects, the decision objects which yield the maximum output with minimum input are 

compared with other analysis objects. The relative inefficiency was measured through this, and Technical Efficiency 

(TE), Pure Technology Efficiency (PTE), Scale Efficiency (SE), scale profit, reference frequency were analyzed. Also, 

we analyzed the Technology Gap Ratio (TGR), which is the distance between production function and Meta-Frontier 

for each firm, using Meta-Frontier analysis. Finally, the Tobit model is used to analyze the sources of efficiency and 

inefficiency. The inputs are assets, capital, and employees, and the output factor is sales. The analysis shows that 

large firms are achieving technological achievements more efficiently th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 a result,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MEs can improve efficiency overall through efficient operation of workforce and 

appropriate combination of inputs such as assets and capital. Also, as a result of the influence factor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atio of the managed asset ratio and the management cost ratio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efficiency of the IT service companies. This study suggests the efficiency analysis using DEA for many Korea IT 

service companies. Inefficient parts of each compan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size and technology. Also, we identify 

the most efficient companies and analyze the causes of those companies whose profits are lower than their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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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목

4차 산업 명이 두됨에 따라 IT 융합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를 선도하는 IT서

비스산업에 한 요성 역시 주목받고 있다. 하

지만, 국내 IT서비스산업의 부진에 한 이슈가 

세계 으로 크게 주목받게 되면서, IT서비스기업

의 경  활동에 있어 효율성 리에 한 고려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지출 규모 

증가 폭은 2.3%를 기록해 지난해 3.6% 비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데일리의 2017년 4월 17

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존-데이빗 러 락(John- 

David Lovelock) 가트  리서치 담당 부사장은 미 

달러화 강세로 인해 가트 의 2017년 IT 지출 망

액이 670억 달러 감소했다면서, 가트 는 환율 역

풍이 올해 내내 미국 기반 다국  IT 업체들의 수

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

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계 으로 격하게 변하고 있는 경

제 환경과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은 지 까

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변화에 응하기 하여 각 기업은 내부 인 경

리를 합리화하고 자원 활동에 한 효율성

을 도모하여 한 자원으로 더욱 많은 서비스

를 제공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지만 기업경 에서 효율성의 상승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 의 반 인 실무에 쉽게 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IT서비스기업을 

상으로 기업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

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비효율성의 원인을 

악하는 데 있으며, 기업을 개별 인 평가단

로 설정하고 효율성을 측정하여 기업의 성과평

가에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있다.

1.2 연구내용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IT서비스기업을 상으로 기

업, 견기업,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자료포락분

석법(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의 기

본 모델인 CCR 모형  BCC 모형을 이용하여 효

율성을 측정하며, 메타 론티어(Meta Frontier)를 

이용하여 TGR(Technology Gap Ratio) 형태로 

그룹 간 기술격차를 도출하고 여기서 도출된 효율

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잠재  변수를 독립변수

로 하여 토빗회귀모형(Tobit Regression Model) 

분석을 진행하여 국내 IT서비스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효율성의 원인을 악하고자 한다.

메타 론티어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선행연구보

다 더 정확하고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통계 인 분

석을 합쳐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에서 비효율성의 원인을 더 쉽게 악하며 효

율성 결정 요인에 한 측력을 상승시켰다. 이

는 국내 IT서비스기업이 벤치마킹해야 할 효율

인 기업을 제시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한 방

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효율성 결정 요인을 분석

한다는 에서 선행연구를 개선하고 차별성을 가

졌다 할 수 있다.

2. 이론  배경

2.1 IT서비스산업

IT서비스산업이란 소 트웨어진흥원에서는 정보

시스템의 효율 인 도입  운  등에 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  등과 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IT분야에서 로세스를 수행하거나 

구축, 문 인 일을 수행하고 부수를 받는 산업, 

고도의 기술 인 능력을 지니고 고객이 필요한 능

력을 기반으로 신뢰 있고 능숙하게 조언해 주고 개

발 보수를 받는 문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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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산업의 기술 신과 속한 확산은 최

근 이슈화되고 있는 4차 산업 명에서 국가경쟁력

에서 아주 요한 요소로 주목받을 것이다.

2.2 자료포락분석법

DEA는 다수의 투입요소  산출요소를 가진 

의사결정 단 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선

형계획법에 근거한 효율성 측정방법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메타 론티어 분석을 진행하기 한 

도구로서 활용하 다.

효율성은 가 치가 부여된 산출물들의 합을 가

치가 부여된 투입물들의 합으로 나 어 계산한

다. 표 인 효율성 측정 DEA 기법은 CCR 모

형과 BCC 모형이다.

2.2.1 CCR 모형

CCR 모형은 Charnes et al.(1987)에 의하여 제

시된 것으로, 일반 으로는 CCR 모형에서 도출한 

효율성을 CRS(Constant Return to Scale)라 하

며, 규모 수익성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한 것이다.

2.2.2 BCC 모형

BCC 모형의 경우에 CCR 모형의 단 을 극복하

도록 Banker et al.(1984)에 의하여 개발된 모형이

며 규모수익변동을 가정하면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모형을 제시하 다. 이를 VRS(Variable Returns 

to Scale) 모형이라고도 한다.

BCC 모형은 CCR 모형에 규모의 보수지표를 

추가해 으로써 나타낼 수 있으며, 규모의 비효

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기술 효율성(PTE : 

Pure Technical Efficiency)이라 한다.

2.2.3 규모의 효율성

규모의 비효율성은 각 의사결정단 가 최 의 규

모보다 크거나 작게 운 될 경우에 발생한다. 규모

의 효율성은 체증규모수익(IRS)이나 체감규모수익

(DRS)이 존재하는 투입물에 한 수 과 불변규모

수익(CRS)에서의 최 의 산출물 수 을 비교하여 

도출하기 때문에 BCC 모형과 CCR 모형의 효율성

을 모두 계산해야만 한다.

이는 요소투입량과 동일하게 산출량이 증가한 

경우(CRS : 불변규모수익), 요소투입량의 변동비율

을 능가하는 비율로 산출량이 변동한 경우(IRS : 

체증규모수익), 요소투입량의 변동비율보다 은 비

율로 산출량이 증가한 경우(DRS : 체감규모수익)

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규모효율성(SE)는 기술효율성(TE)을 순

수기술효율성(PTE)으로 나 어 계산한다.

2.2.4 효율성(Super Efficiency)

CCR 모형과 BCC 모형에 의해 효율성을 측정

하면 효율성 100%인 DMU(Data Making Unit : 

의사결정단 )가 다수 존재하게 된다. 즉, 효율

인 DMU 간의 상 인 효율성은 평가할 수 없다

는 단 이 있다. 효율성에 의한 순  선정 방법

은 1993년 Andersen과 Petersen의 연구에서 처

음 연구되었다(Andersen and Petersen, 1993).

이러한 방법은 측정하려는 DMU를 뺀 나머지 

DMU들을 통해 효율 인 런티어를 구성한 후 

해당 DMU의 효율성을 각각 측정하여 순 를 선

정하는 방법이다.

2.3 메타 론티어(Meta-Frontier Analysis)

산업 내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업들이 존재하

고,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 투입과 산출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효율성

의 경우에 측정 상이 되는 기업들은 같은 생산

함수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같은 산업이라 할지

라도 기업들 모두 같은 생산함수를 갖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함수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동일

한 산업 내에서 잘 규정된 그룹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특정 기업에 한 기술 효율성의 경우 

다른 기술을 가지고서 운 되는 기업과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룹 간의 기술 효율성을 비교하기 

해서 통 인 확률  론티어를 이용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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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수 없다. 그러나 메타 론티어 함수는 다른 

기술 조건에서 운 되는 다른 그룹의 기업 효율성 

수 을 비교할 수 있다(Battese et al., 2004). 메

타 론티어 분석법은 최근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

되어 용되고 있다.

2.4 토빗회귀분석

IT서비스기업의 효율성에 외부 환경변수와 내생 

변수들이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으며, 향분석을 해 토빈(Tobin, 1958)이 제안

한 토빗회귀분석을 활용한다. 토빗회귀분석은 종속

변수를 단하여 분석하는 모형으로 특정 값 보다 

작거나 큰 값을 응답에서 취하지 않고 해당 변수를 

단함으로 “ 도 단 회귀모형(Censored Regre-

ssion Model)”이라 불리며, 종속변수의 값이 0 이하

에서 도 단되는 특성이 있다(Amemiya, 1973).

DEA 모형의 경우 산출의 합을 투입의 합으로 

나 어 도출된 효율성을 사용하여 투입변수는 

으며, 산출변수는 많을수록 큰 효율성이 도출된다. 

그 기 때문에 투입변수의 경우 DEA 모형의 효

율성에 부의 향(-)을 주고, 산출변수의 경우 정

(+)의 향을 다. 이러한 계는 DEA 모형을 

통해 얻은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용하고 투입  

산출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토빗회귀분석을 진행

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DEA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은 0과 1 사이의 값

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소자승법(OLS : Ordinary 

Least Square)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이는 

회귀계수가 불일치와 편의 추정치를 갖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해 토빗회귀모형을 사용하고 있

다(Dougherty, 2007). 토빗회귀분석의 경우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최소 자승 회귀분석이 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2.5 선행연구

2.5.1 DEA 련 선행연구

DEA 모형을 활용한 효율성 평가의 경우 의료

기 , 융기 , 공공기 , 학, 도서 , 기타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으나 IT서비스기업과 

련된 효율성 평가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상 으로 신사업분야에 해당하

는 IT서비스기업에 한 짧은 역사로 인하여 효율

성 평가를 하기 한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이 축

되어 있지 않아서 성과 평가의 효율성 측면보다 

고객충성도 확보와 고객 만족의 충족 등 효과성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Kim and Jo(2010)는 DEA 방법의 CCR  

BCC 모델을 사용하여 국내 IT 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IT 산업을 디스

이, 디지털 콘텐츠, 무선 통신 기기, 통신 서비

스, 반도체, 방송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등 7개 그

룹으로 나 어 각 그룹의 효율성을 조 으로 분

석하 다. 한, 국내 IT 효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시계열 분석 때문

에 측정되는 업체  상 으로 순 를 찾는 데 

사용하 다.

하지만 문제로는 설정된 DEA 모형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한 통계  유의성 검정 등이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DMU의 선정과 투입  산출요

소의 선정에 신 을 기해야 한다. 한, 상 인 

측정이기 때문에 근본 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이다.

2.5.2 Meta Frontier 련 선행연구

메타 론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효율성 분석 연

구는 Battese and Coellie(1992)의 연구를 시작으

로 Battese and Rao(2002) 연구에서 시 가 되었

다. 메타 론티어 근법의 경우 모수  근법과 

비모수  근법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모수  

근법에 의한 메타효율성 분석에 을 두고 있

으므로 이와 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며, 

IT서비스기업과 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

에 다른 산업 분야의 선행연구에 해서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Chang and Yang(2013)는 메타확률변경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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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한 국내 종합병원의 기술효율성 분석을 통

해 분석 기간이 짧고 표본 종합병원을 상으로 

분석하 다는 에서 연구결과를 국내 병원 산업

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 이 있으나 종합병

원 모집단 318개  50%가 넘는 164개 종합병원

을 상으로 5년간 패  자료를 이용하 다는 

에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메타방

법론을 병원산업에 처음으로 용하여 메타확률변

경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병원 

종별(상 병원과 종합병원) 효율성의 차이와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실증하 다는 에서 연

구의 의의가 있다.

문제 으로는 효율성 값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부분에 한 해석이나 어떤 시사 을 주는지에 

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한 후속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2.5.3 Tobit 모형 련 선행연구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존 선행연구들

의 분석 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DEA를 

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서 도출한 효율성 추정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효율성 방정식을 추정하고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IT서비스기업과 련된 Tobit 모

형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에 다른 산업 분야의 선

행연구에 해서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Lee and Yoo(2009)는 철도산업에 한 효율성

을 측정하기 해 내부요인인 운 기 에 한 생

산 활동뿐만 아니라 구조개 의 조직유형, 사회경

제  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요인이 철도

산업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향을 나타

내는지 분석하 다. 국내를 비롯해서 1990년부터 

구조개 이 활발히 진행되어온 유럽국가와 일본을 

상으로 하여,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한 DEA 방법을 용하여 1990년에서 2006년

까지의 효율성 값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모든 연

도에 걸쳐서 상 으로 효율 인 것으로 추정되

었으며, 반 으로 평가 상국들에 한 효율성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다.

하지만 논리  근거, 실증  효과, 이분산성에 

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추정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이 한계 으로 남는다.

3. 연구 방법

3.1 투입/산출 변수의 선정

3.1.1 투입/산출변수 선정의 고려사항

DEA의 다양한 특징 에서 투입변수와 산출변

수의 선택  평가 상의 선정에 따른 그 효율성

의 결과 값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이다. 그

기 때문에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표하는 변수

의 선정  평가 상을 확정 짓는 작업은 기본

으로 조사결과에 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서 DEA 분석을 실행하

기 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개선 가능성이다. 평가변수가 국내 IT

서비스기업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모두 표 할 

수 없더라도 표성을 가진 변수를 선택해야 하고 

효율성 평가에 한 목 도 해야 한다. 한, 

평가 변수의 경우 인 인 통제와 리를 할 수 

있으며 경 상의 개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리 가능성이다. 효율성 평가에 한 

목 은 단순히 비효율성에 한 지수를 확보하는 

것만이 아닌 향후 효율성의 개선을 한 산출의 

극 화 는 투입의 최소화를 목 으로 해야만 평

가하고자 하는 변수를 통제  리 할 수 있다.

셋째로, 변수의 수이다. 평가하는 상에 한 개

수 비 투입변수와 산출 변수의 수가 더 많으면 

비효율 인 상과 효율 인 상을 구별할 수 있

는 능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일반 으

로 평가 상의 수()가 투입물의 수()와 산출물의 

수()의 합보다 3배 이상 커야 한다(  ).

이러한 기본 인 제한 조건으로 인해서, 평가 

상에 한 개수가 고정되어 있다면 변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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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어떠한 변수를 제외하고 어떠한 변수를 선택

할 것인가에 해서 제일 요하고 신 하게 고려

해야 한다.

한, DEA에 있어 변수를 선정하는데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

명될 수 있다(Bessent and Bessent, 1980). 변수

는 투입과 산출의 계에 한 개념 인 정보를 

가져야 한다. 측정변수는 투입에서 산출까지를 귀

납 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입의 증감이 

산출의 증감과 연  계가 존재해야 한다. 변수 

측정값은 0이나 음수의 수치가 있으면 안 된다.

3.1.2 변수의 선정

DEA에 사용할 변수는 IT서비스기업의 투입변

수와 산출변수를 표 으로 표 할 수 있는 변수

를 심으로 선정하 다. 앞서 검토한 기존 연구

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 고, 특히 

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고려 사항인 개선 가능성과 

리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시하 으며, 사업보

고서를 통해서 DMU별 체 자료가 확보할 수 있

는 변수를 최종 선정하 다. 변수선정은 이론 으

로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투입요소와 산출요

소 간에 충분한 설명력이 요구된다. 기업은 이익 

극 화를 목표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본과 노동에 한 리변수로서 

자본 이외에도 자산을 추가하고 종업원 수를 사용

하 다. 산출요소로 선정된 매출액은 IT서비스기

업에 한 기존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 인 기업

의 효율성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이다.

1) 투입변수

투입변수는 재무제표에 명시된 물  요소, 비

용요소, 인 요소를 가장 명확히 표하는 자

산, 자본, 종업원 수를 선정하 다.

 ① 자산(Assets) : 일반 으로 재산과 같은 뜻

으로 사용하며, 유형․무형의 물품․재화 

는 권리와 동일한 가치의 구체 인 실체

를 뜻한다. 기업 회계상의 자산의 경우 자

본의 구체 인 존재 형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연자산도 포함할 수 있다는 에서 일반

인 재산개념보다 더 넓다. 경제학에서 뜻

하는 자본재는 거의 자산과 같다.

 ② 자본(Capital) : 자본은 주식회사의 경우 법

률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는 주식회사가 출자자에 한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산 인 기

를 다지기 해 기 이 되는 액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상법에서는 

회사의 자본은 발행주식에 한 액면 총액

으로 한다.

 ③ 종업원 수(Employee) : 인 요소를 변하

는 것은 종업원 수가 표 으로 쓰인다. 

일반 으로 노동에 한 리변수로서 기업

을 상으로 하는 부분의 DEA 련 연

구에서 채택하고 있다.

2) 산출변수

산출변수는 기업의 경  활동에 한 결과를 

표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에 계상된 매출액을 선정하 다.

 ① 매출액(Sales) : 기업의 주요한 업활동이

나 경상 인 활동으로부터 획득한 수익으로

서 상품 등의 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실

된 액을 뜻한다. 주요한 업활동이 아닌 

것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업외 수익으로서 

비경상 인 활동으로부터 획득한 수익의 경

우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의 경우 총매출액에서 매출에 리  

매출환입을 차감한 순매출액으로 표시한다. 

3)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비효율성에 한 원인을 세부 으

로 악하기 해 투입요소를 좀 더 세분화하는 

요소와 IT서비스기업의 특성을 악할 수 있는 

변수로 선정하 다. 독립변수 선정은 Cum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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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1999)의 선행연구  기업의 성과를 반

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단하 다.

 ① 인건비 비율(Labor Cost Ratio) : 매출액에 

응하는 업비 내에서 인건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업에 한 이익률과 

한 계가 있다. 산출하는 방법은 인건

비/매출액이다.

 ② 운용자산 비율(Working Capital Ratio) : 

총자산 에서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로 나타내며 운용자산은 기업의 고정설비

를 원활하게 가동하기 한 기 가 되는 총

운 자본으로서 이는 일반 으로 매과정

을 통해서 화되는 것이다. 운용자산 비

율이 높다는 것은 재무  유동성과 불황시 

지 능력이 높다는 것을 뜻하고 재무 인 

안정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산출하는 

방법은 운용자산/총자산이다.

 ③ 리비 비율(Administrative Ratio) : 리

비 비율은 기업의 매출총이익과 한 

계가 있다. 산출하는 방법은 리비/매출액

이다.

3.2 연구 상  자료수집방법

DEA 모형은 분석 상 DMU 에서 가장 효율

으로 운 하는 DMU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하

는 방안을 알려주는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비슷한 

업종을 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은 IT서비스기업으로 업종 

분류상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서비스

업”으로 되어있으며, 상장기업이고 외부감사를 받

는 기업이다. 데이터는 자공시시스템에 매년 공

시하는 사업보고서 내용을 사용하 다. 한, 자료

의 연속성을 해 2012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가 존재하는 기업만을 

상으로 하 다. 그 결과, 45개 기업을 최종 분석 

상 기업으로 하며, 이  14개 기업은 기업, 

16개 기업은 견기업이며, 15개 기업은 소기업

으로 분류하 다.

4. 연구 결과

4.1 효율성 평가 결과

4.1.1 CCR 모형 분석 결과

투입․산출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45개의 IT서

비스기업의 효율성을 투입지향 CCR 모형으로 분

석한 결과 효율성 측정치가 1인 DMU는 효율 인 

생산경 을 하는 기업을 뜻하며, 효율성 측정치가 

1 미만인 DMU는 비효율 인 생산경 을 하는 기

업을 나타낸다. 한, 거집단은 비효율  DMU 

평가를 해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 인 

DMU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상이 되어 DEA 

분석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거집단으로 

나타난 DMU의 경우에 재 상태의 투입․산출구

조에서 낭비 요인이 없는 효율 인 DMU임을 의

미하며, 참조횟수가 높은 DMU는 분석 집단 안에

서 우수한 DMU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효율성 측정치가 1로 나타나 효율 인 생산 경

을 하는 것으로 명된 기업은 DMU 5 기업이

며, DMU 23 기업, DMU 35 기업, DMU 29 기

업, DMU 17 기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의 투

입  산출물의 조합이 효율 임을 의미한다. 

한, 나머지 기업은 상 으로 비효율 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DMU 40 기업의 경우 효율성 측정치 

평균이 0.1179로 재의 산출물 수 에 도달하기 

해서 재 투입물의 약 12%만으로도 충분함을 

의미한다. 이는 DMU 40 기업의 투입물 가운데 

88%가 비효율 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효율성 측정치가 1인 

DMU들의 참조횟수가 높게 나타나, 이들 기업이 

체 분석 기업 집단 에서 우수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DMU 5를 참조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146개, DMU 23을 참조 집합으로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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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115개, DMU 29를 참조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60개, DMU 17을 참조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30개, DMU 35를 참조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13개, DMU 22를 참조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4.1.2 BCC 모형 분석 결과

앞서 CCR 모형 분석 결과를 통해 비효율  생

산구조를 가진 기업을 밝힌 바 있다. 이들 기업의 

비효율성이 순수하게 기술 인 요인에 의한 것인

가, 규모의 요인에 의한 것인가를 분석하기 하

여 BCC 모형을 용해 분석하 다. 

분석 상 기업 가운데 효율성 수가 1로 재의 

투입  산출물의 조합이 비교  효율 으로 명

된 기업은 총 5개 기업으로 DMU 02 기업, DMU 

05 기업, DMU 23 기업, DMU 35 기업, DMU 45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CCR 모형 분석 결과와 비교

했을 때 추가로 DMU 02 기업, DMU 23 기업, 

DMU 35 기업, DMU 45 기업이 효율 인 기업인 

것으로 명되었다.

DMU 02 기업, DMU 23 기업, DMU 35 기업, 

DMU 45 기업은 규모에 한 수익 불변을 가정한 

CCR 모형에서는 효율변경 내부에 존재하여 비효

율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BCC 모형에서는 규모

에 한 수익 가변을 가정한 효율변경 상에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 인 기업으로 명되었

다. 한, 나머지 기업은 효율성 측정치가 1 미만

으로 나타나 수익 가변의 효율변경에 한 과다 

투입물의 조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DMU 37 

기업은 효율성 측정치 평균이 0.2804로, 재의 산

출물 수 에 도달하기 해 재 투입물 수 의 

약 28%만으로도 충분함을 의미하며, 이는 DMU 

37 기업의 재 투입물 가운데 약 72%가 비효율

으로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한, 효율성 측정치가 1인 기업은 참조횟수가 

높아 이들 기업의 투입물과 산출물의 조합이 이상

이며, 체 분석 기업 집단 내에서 우수 기업이

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DMU 45를 참조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119개, DMU 05를 참조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95개, DMU 23을 참조 집

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76개, DMU 29를 참조 집합

으로 나타내는 것이 45개, DMU 25를 참조 집합으

로 나타내는 것이 3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의 결과와 같이 BCC 모형을 통해 

기술 효율성(TE : Technical Efficiency), 순수

기술 효율성(PTE : Pure Technical Efficiency) 

그리고 규모효율성(SE : Scale Efficiency)의 평균

(AVE : Average)을 비교해 보았다. 앞서 CCR 

모형하에서 비효율  기업으로 명되었던 DMU 

02 기업, DMU 23 기업, DMU 35 기업, DMU 45 

기업은 BCC 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효율  기업

으로 나타났으며, 규모의 비효율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IT서비스기업의 체  

비효율성은 순수 기술 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이기 때문에, 경비의 감을 통하여 순수 

기술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규모의 수익 면에서, 규모에 한 수익이 증가

하는 기업은 30개 으며 규모에 한 수익이 감소

하는 기업은 14개, 규모에 한 수익이 불변하는 

기업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에 한 수익

이 불변으로 나타난 기업들은 투입요소의 증가율

과 산출요소의 증가율이 같은 효율 인 기업들로, 

정 규모의 생산구조를 통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규모에 한 수익이 증

가하는 기업들은 투입요소의 증가율보다 산출요소

의 증가율이 더 높아 투자 여력이 있다면 투입물

을 늘려 IT서비스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재 생산구조의 투

입분이 정규모에 비하여 게 이 지고 있는 과

소투자 상태임을 의미한다. 규모에 한 수익이 

감소하는 기업들은 투입요소의 증가율보다 산출요

소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투입요소를 증가시킬

수록 생산 활동의 비효율성이 더 커짐을 뜻한다. 

이는 해당 기업이 과잉투자 상태의 생산구조에 있

음을 나타낸다.



DMU TE AVE PTE AVE SE AVE
Causes of inefficiency Revenue of

scaleVRS SE

DMU01 0.4105 0.9571 0.4279 　 O DRS

DMU02 0.5036 1.0000 0.5036 　 O DRS

DMU03 0.5278 0.7609 0.6940 　 O DRS

DMU04 0.4339 0.4559 0.9642 　 O IRS

DMU05 1.0000 1.0000 1.0000 O 　 CRS

DMU06 0.2971 0.3434 0.8619 　 O IRS

DMU07 0.3259 0.3533 0.9278 　 O IRS

DMU08 0.4681 0.6644 0.7401 　 O DRS

DMU09 0.7172 0.9068 0.7884 O 　 DRS

DMU10 0.4177 0.4541 0.9219 　 O IRS

DMU11 0.5451 0.6328 0.8658 　 O DRS

DMU12 0.5760 0.5869 0.9811 　 O IRS

DMU13 0.4502 0.4951 0.9113 　 O DRS

DMU14 0.6665 0.7256 0.9296 　 O IRS

DMU15 0.6454 0.7276 0.8944 　 O DRS

DMU16 0.8014 0.8512 0.9476 　 O DRS

DMU17 0.8851 0.9833 0.9004 O 　 DRS

DMU18 0.4974 0.6006 0.8311 　 O DRS

DMU19 0.3921 0.4292 0.9181 　 O IRS

DMU20 0.3523 0.5188 0.6474 　 O IRS

DMU21 0.4777 0.5154 0.9259 　 O IRS

DMU22 0.7958 0.8152 0.9737 　 O IRS

DMU23 0.9496 1.0000 0.9496 O 　 DRS

DMU24 0.7951 0.9379 0.8459 O 　 IRS

DMU25 0.3689 0.9231 0.4119 O 　 IRS

DMU26 0.1761 0.5700 0.3143 O 　 IRS

DMU27 0.3896 0.7982 0.4843 O 　 IRS

DMU28 0.5134 0.6003 0.8466 　 O IRS

DMU29 0.9409 0.9971 0.9435 O 　 DRS

DMU30 0.4020 0.4606 0.8719 　 O IRS

DMU31 0.4106 0.6196 0.6637 　 O IRS

DMU32 0.4407 0.8770 0.5081 O 　 IRS

DMU33 0.6234 0.6932 0.9033 　 O DRS

DMU34 0.2727 0.6451 0.4390 O 　 IRS

DMU35 0.9431 1.0000 0.9431 O 　 IRS

DMU36 0.3791 0.3995 0.9462 　 O IRS

DMU37 0.2642 0.2804 0.9434 　 O IRS

DMU38 0.2211 0.3183 0.6948 　 O IRS

DMU39 0.6545 0.7570 0.8658 　 O IRS

DMU40 0.1179 0.2990 0.4233 　 O IRS

DMU41 0.1369 0.3502 0.4692 　 O IRS

DMU42 0.3034 0.6491 0.4830 O 　 IRS

DMU43 0.3685 0.6202 0.5945 O 　 IRS

DMU44 0.2325 0.4125 0.5617 　 O IRS

DMU45 0.6143 1.0000 0.6143 O 　 IRS

<Table 1> DEA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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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효율성이 높게 평가된 기업의 특성

4.2.1 특성  기여도 분석

효율성이 높게 평가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참조횟수를 분석하 다. 참조 집합으로 확

인된 효율 인 기업은 효율성이 낮게 평가된 기업

들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할 때, 기 으로 삼아 

신해 나가는 벤치마킹의 상이 된다.

평가 결과, 14개 기업이 효율 인 기업으로 나

타났으며, DMU 45가 참조횟수 119회로 가장 많

은 기업이 참조한 벤치마킹 상으로 분석되었다. 

그다음으로 DMU 05, DMU 23, DMU 29, DMU 

25 순으로 각 95회, 76회, 45회, 38회의 참조횟수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  기업으로 평가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

기 하여, 연구에서는 각각의 효율성 평가 변수

별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이는 효율성 평가 수

가 1을 달성하기 해 해당 변수가 기여한 수 을 

나타내며, 효율성이 낮게 평가된 기업이 효율성을 

높이기 해 이들 기업을 참조하는 경우 변수에 

한 비 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우선, 119회의 참조횟수를 보인 DMU 45의 경

우 <Figure 1>에서와 같이 자본이 기여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DMU 45 Contribution by Variables

한, 효율  기업으로 평가된 다른 기업인 DMU 

02, DMU 08, DMU 09, DMU 17, DMU 23도 자

본이 공통으로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는 유사한 경

향을 보 다. 즉, 이들 기업은 효율성 평가 수가 

낮게 평가된 기업보다 가 치가 높은 자본을 효율

으로 리함에 따라 상 으로 효율성의 평가 

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DMU 05는 앞선 효율 인 기업들이 자본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에 반해, <Figure 

2>에서와 같이 직원 수, 자본 순으로 기여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DMU 01, DMU 25, DMU 

29, DMU 33, DMU 35도 직원 수가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는 유사한 경향을 보 다.

<Figure 2> DMU 05 Contribution by Variables

마지막으로 DMU 24는 <Figure 3>에서와 같

이 자산, 직원 수 순으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DMU 16, DMU 22, DMU 27도 자산이 

공통으로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는 유사한 경향을 

보 다.

<Figure 3> DMU 24 Contribution by Variables

4.2.2 효율성 평가

앞에서 CCR 모형과 BCC 모형에서 효율성이 

1을 보이는 16개의 기업은 효율 으로 평가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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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더 이상의 추가 인 순  정보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추가 인 효

율성 모형을 통한 가장 향력이 크고, 효율 인 

기업을 평가하여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 다.

분석에 따르면 CCR 모형에서 효율 인 기업으

로 분석되었던 4개의 기업 가운데 2015년의 DMU 

23 기업이 8.1547로 나타나 가장 효율 인 기업으

로 명되었으며, BCC 모형의 효율 인 기업 10

개 가운데 2013년의 DMU 01 기업이 10.000으로 

압도 인 효율성 측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DMU 

01 기업의 경우 투입물 가운데 종업원 수가 체 

분석 기업  매출액 비 가장 작게 투입되어 이

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3 효율성이 낮게 평가된 기업의 특성

DEA는 동일한 집단 내의 효율 인 상을 도

출하고 이들을 참조 집합으로 설정하여 비효율

인 상을 효율 으로 개선하기 한 실  가능한 

개선잠재량을 제공하고 비효율성의 정도  원인, 

즉 참조 집합과 비교하여 많이 투입된 자원의 정

보와 게 산출된 산출물의 정보 등의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해 

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고, 변수의 

조정을 통하여 효율성 평가 수가 1을 달성하도

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이 낮게 평

가된 기업을 상으로 효율성 제고를 한 개선잠

재량을 산출하 다.

<Figure 4> Potential improvements of DMU 40

효율성이 가장 낮게 나온 DMU 40은 <Figure 

4>에서와 같이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자산 -82%, 

자본 -88%, 직원 수 -82% 등 각각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 자본, 직원 수 

측면에서 동시에 비효율 으로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조 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4.4 메타 론티어 분석 결과

4.4.1 분석 결과

DEA의 분석 방법을 통해 3개 규모의 TE 값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구하고, 메타 론티

어 분석 방법을 통하여 TE*값과 TGR 값을 계산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계산된 TE, TE
*, TGR

의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BIG 0.6164 0.5959 0.5817 0.5845 0.6095

MID 0.6016 0.5764 0.6039 0.5786 0.5545

SMEs 0.4899 0.4919 0.5082 0.4567 0.4583

<Table 2> TE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BIG 0.5892 0.5108 0.5715 0.5709 0.5842

MID 0.5732 0.5336 0.5421 0.5522 0.5530

SMEs 0.3871 0.3251 0.4361 0.3826 0.3356

<Table 3> TE*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BIG 0.9559 0.8572 0.9825 0.9767 0.9585

MID 0.9528 0.9257 0.8977 0.9544 0.9973

SMEs 0.7902 0.6609 0.8581 0.8377 0.7323

<Table 4> TGR

4.4.2 규모별 세 가지 지수(TE, TE*, TGR) 

변화

1) 기업

먼  기업의 TE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기업에 

비해 0.60의 높은 수 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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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ange in TE by Size

볼 수 있다. 이는 반 인 기업의 효율성 수

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타 론티어에서 확인

한 효율성 평균(TE
*
), TGR은 0.57과 0.95 수 으

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시

으로 격한 변화가 있었던 연도는 2013년의 TE
*

와 TGR의 격한 하락이다. 이후 2014년부터 서

서히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기업그

룹에 비해서 낮은 성장 잠재력과 효율성 들이 공  

 수요를 크게 확 함에 따라서 그룹이 체 으

로 동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Figure 5> Large Enterprises TE, TE *, TGR Change

2) 견기업

견기업의 TE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보다 조  

낮지만 0.55 수 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4년부터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

러한 TE의 감소는 해당 그룹에 한 성장 잠재력을 

변하고 있는 TGR의 상승을 동반한다. 단기간으

로 보면 해당 그룹에 한 평균 효율성이 하락한 듯 

보이지만 장기 으로 보면 나머지 기업들도 참조 기

업들을 모방함으로써 평균 효율을 회복할 수 있다.

<Figure 6> Medium-sized enterprises TE, TE*, TGR 
Change

3) 소기업

소기업의 TE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과 견

기업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인다. 평균 으로 0.48 

수 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4

년부터 TE, TE
*, TGR 모두 서서히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견기업에서 앞서 설명하 듯

이 이와 같은 감소는 해당 그룹에 한 성장 잠재

력을 변하는 TGR의 상승을 동반한다.

<Figure 7> SMEs Enterprises TE, TE*, TGR Change

4.4.3 세 가지 지수(TE, TE*, TGR) 별 효율성

의 변화 비교

1) 효율성 평균값(TE) 

TE는 기업 내부의 효율 인 지표로서 이 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그룹 내부의 기업들이 

모두 같이 효율 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

다. 따라서 TE의 변동이 잦은 것은 해당 그룹 내

에서 효율성에 한 신과 모방이 활발하게 일어

나고 있다는 것이지만, 이 지표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 해당 그룹 내의 기업들이 거의 유사한 생산 

함수를 가지고 유사한 효율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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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룹별 TE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변동

이 심한 그룹은 소기업이었다. 소기업은 

기업과 견기업보다 규모가 작지만 그만큼 성장 

잠재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서서

히 TE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메타 론티어에서의 효율성 평균값
*(TE*)

TE*는 IT서비스기업 체의 메타 론티어에서 

해당 그룹에 한 기업들의 효율성 평균으로서 각 

시 에 한 해당 그룹의 체 IT서비스기업에서 

얼마나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지에 한 지표이다. 

소기업을 제외하고 체 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메타 론티어가 상승함에 따라서 상

승 그룹의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

이다.

<Figure 9> Changes in TE* by Size

3) 메타 론티어 함수에 한 비율(TGR)

TGR은 메타 론티어(IT서비스기업 체의 최

 효율)와 그룹 론티어(그룹 내의 최  효율)의 

비율로 나타내며, 그룹별 최  효율에 한 비교 

지수를 뜻한다. 이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기술 신이 더 활발하게 일

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높은 TGR에 비해

서 낮은 TE*는 다른 그룹에 비해서 성장 잠재력

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부터 기업

과 소기업 그룹이 IT서비스기업의 신을 이끄

는 리더 고 2014년부터 견기업 그룹이 신을 

이끌고 있다. 주목할 만한 성장은 견기업 그룹

이 2014년부터 지속해서 메타 론티어에 근 해 

가는 성장을 하는 것과 신과 모방을 반복하면서 

기업과 소기업 그룹 역시 메타 론티어에 근

해 가고 있다.

<Figure 10> Change in TGR by Size

4.5 토빗회귀분석 결과

IT서비스기업의 효율성에 향을 주는 요인들

을 분석하기 하여 토빗모형의 추정을 진행하

다. 앞서 분석한 CRS, VRS, SE 수를 종속변수

로 사용하 으며 독립변수로 인건비 비율, 운용자

산 비율, 리비 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규모에 한 수익 불변

을 제하는 CCR 모형의 CRS에서는 운용자산 

비율과 리비 비율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 다. 반면 기술  효율성인 VRS에서는 

인건비 비율과 리비 비율을 제외한 운용자산 비

율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규모의 효율성인 SE에

서는 인건비 비율과 운용자산 비율을 제외한 리

비 비율만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리비 비율의 회귀계수 값이 운용자산 

비율보다 크지 않으므로 이는 운용자산 비율 보다 

미치는 향이 상 으로 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건비 비율의 경우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으

로 분석되기 때문에 한 인건비 리가 필요하

다고 단된다. 

즉, IT서비스기업의 운용자산 비율은 높을수록, 

리비 비율은 낮을수록 효율성에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비 비율에 해서는 공통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향을 받으므로 리비 비율에 한 지

속 인 리가 필요한 것으로 단되며, 운용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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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증가시키는 것도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

으로 단할 수 있다.

Variable
Coefficient
estimate

Std.
Error

z-value
marginal
effect

C 0.2796** 0.1001 2.794 0.00521

LCR -0.4205 0.3073 -1.368 0.17119

WCR 0.6177*** 0.1352 4.568 4.92e-06

AR -0.3093 0.1618 -1.912 0.05591

Signif. codes : ‘
***
’ 0.001, ‘

**
’ 0.01, ‘

*
’ 0.05, ‘.’ 0.1, ‘ ’ 1

<Table 5> CRS Tobit Analysis Results

Variable
Coefficient
estimate

Std.
Error

z-value
marginal
effect

C 0.42834*** 0.12950 3.308 0.000941

LCR -0.53188 0.39714 -1.339 0.180477

WCR 0.60954*** 0.17570 3.469 0.000522

AR -0.05095 0.20883 -0.244 0.807270

Signif. codes : ‘***’ 0.001, ‘**’ 0.01, ‘*’ 0.05, ‘.’ 0.1, ‘ ’ 1

<Table 6> VRS Tobit Analysis Results

Variable
Coefficient
estimate

Std.
Error

z-value
marginal
effect

C 0.7809*** 0.1172 6.665 2.65e-11

LCR -0.139 0.3594 -0.387 0.699

WCR 0.1446 0.1585 0.912 0.3618

AR -0.4489* 0.1893 -2.372 0.0177 

Signif. codes : ‘
***
’ 0.001, ‘

**
’ 0.01, ‘

*
’ 0.05, ‘.’ 0.1, ‘ ’ 1

<Table 7> SE Tobit Analysis Results

5. 결  론

본 연구는 DEA 기법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IT서비스기업 45개를 상으로 효율성

을 분석하 다.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 으며, 기업의 규모수익불변(CRS), 

규모수익체감(DRS), 규모수익체증(IRS)을 분석하

다. 한, 메타 론티어 분석을 이용하여 각 기업 

규모별 생산함수와 메타 론티어의 차이인 TGR값

을 계산하여서 효율성 값이 증가나 감소를 통해서 

메타 론티어와의 거리에는 어떤 변화와 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토빗회귀모형을 통

하여 효율성 향요인  비효율성의 원인을 분석

하 다. IT서비스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IT 

서비스산업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IT서비스기업

의 경쟁력 향상을 한 효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업이 견기업과 소

기업보다 기술 인 성과를 효율 으로 달성하고 있

다고 할 수 있으며, 반 으로 규모수익체증(IRS)

인 기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산출변수인 매출

액 비 투입변수 자산, 자본, 종업원 수 등의 규모

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IT서비스기업

의 4차 산업 명 핵심 사업 분야에 맞춰 새로운 수

익원 창출을 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련 신사업

을 공격 으로 운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변화  

로벌 략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매출과 

업이익 한 년 비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망

하는 것과도 한 련이 있다. 과거에도 그래왔

지만, 최근에는 보다 더 IT서비스 제공에 경쟁력을 

갖추기 하여 기업들은 그룹사  계사들과의 

력 계를 긴 히 유지하고, 하도  계를 공고

히 하기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로벌 시장으로의 수익창출을 해 

해외업체들과의 략  제휴  트 쉽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성과평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업의 효율성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특히 종업원 수 등은 상 으로 효율성에 

향을 미치지 못하나 자본의 효율  리 여부와 자

산의 수 에 따라 기업 간 효율성이 나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T서비스기업

의 경우 높은 운용 자산 비율과 낮은 리비가 효

율성에 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이를 IT서비스기

업의 운  략에 반 할 필요가 있다. 한 메타

론티어 분석을 통해 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크

나, 소기업의 효율성 상승률은 기업보다 여

히 열 임에 주목하여 소기업 련 정책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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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수의 국내 IT서비스기업을 상으

로 DEA를 이용한 효율성 분석이라는 에서 시

사하는 바가 있다. 각 기업의 비효율 인 부분을 

규모와 기술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 다. 한, 

상 으로 가장 효율 으로 운 되고 있는 기업

들을 악하고, 규모보다 수익이 떨어지는 기업들

에 한 원인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기업의 다양한 투입요

소와 산출요소의 조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

다. 다양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고려하 다면, 

더욱 더 좋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자

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내용의 자료를 

사용하여 그 외에 다른 요소를 사용하지 못하 다. 

따라서 복잡성이 증가하는  시  상황에 맞게 

다양한 투입요소  산출요소를 용한 추가 연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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