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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how to make better policies that improves 

efficiencies of urban railways and to derive policy directions using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Through this paper, I can identify whether or not the urban railway service has an excellent performance, if there 

are any structural problems. I analyzed the efficiency by means of measuring the technical efficiencies of Korean 

urban railways, these were estimated with data envelopment analysis. The inputs considered are the length of urban 

railway lines, the number of staff, the operating cost, the number of cars, the number of stations, and the outputs 

are the cars movement, the traffic of passenger, and the revenue.

1. 서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철도들의 수송효율성을 분석하여, 각 도시철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적 정책방향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철도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

정하고, 효율성이 부족한 도시철도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서울도시철도, 부산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인천도시철도,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등 

총 6대 도시의 도시철도로 설정하였고, 분석기준년도는 2009년이다. 수송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

틀은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이고, 분석을 위한 변수로는 직원수, 전동차 차량

수, 운영비, 역도시철도 영업연장, 수, 전동차 운행거리, 여객 수송실적, 매출액으로 설정하였다.

2. 분석기법 및 선행연구 고찰

2.1 자표포락분석 기법

효율성 분석기법에는 크게 비율분석법, 함수적 분석법, 지수분석법이 있다. 본 연구에 적용한 기법은 

지수분석법의 일종으로, 생산조직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Farrell(1957)의 개념을 이용한 자

료포락분석(DEA) 기법이다. 이 기법은 지수분석법의 또 다른 기법인 총요소 생산성지수 기법과 달리 

가격에 대한 정보와 자료 집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수의 투입 요소와 다수의 산출 요소를 동시에 고

려할 수 있다. DEA 기법은 효율적인 생산조직들을 연결하는 불연속적인 생산변경을 이용하여 다른 생

산조직들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일종의 선형계획법이다. 이 방법론은 다수의 산출 요소를 생산하기 위하

여 다수의 투입 요소를 사용하는 생산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비율분석법과 함수적 접근법을 포함하는 모수적 기법들이 지니는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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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DEA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은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의 

CCR 모형과 Banker, Charnes and Cooper (1984)의 BCC 모형이다. CCR 모형은 준거기술(reference 

technology)을 규정하는데 있어 규모에 대한 규모수익불변(CRS: Constant Returns to Scale)이라는 가

정을 지니고 있으므로 규모의 효율성과 순수 기술적 효율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BCC모형

은 CCR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규모수익불변을 완화하여 규모수익가변(VRS: Variable Returns to 

Scale)이라는 가정을 적용한 모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CC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도시철도의 

수송효율성을 측정하였는데, 이 모형의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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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수익 불변(CRS: Constant Returns to Scale)

     


  규모수익 체감(DRS: Decreasing Returns to Scale)

     


  규모수익 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2.2 선행연구 고찰

DEA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 도시철도의 수송효율성을 측정한 최초의 연구는 김민정(2004)이 수행한 

“한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 자료포락분석 기법과 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을 

이용하여”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변경접근기법인 자료포락분석(DEA) 기법과 확률적 비용변경

접근법(SFA : 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통해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 철도청(현 한국철

도공사), 그리고 부산교통공단(현 부산교통공사)의 수도권전철 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투입 요소로는 인건비, 동력비, 전동차 및 유지보수비, 자본비, 산출 요소로는 전동차-km가 사용되었다.

DEA 기법을 통해 60개 분석대상들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생산적 효율성 지수는 평균적으로 서울

지하철공사가 0.82로 가장 높고, 철도청 수도권전철 부문이 0.82, 부산교통공단 0.79로 각각 측정되었

고, 기술적 효율성 지수는 서울지하철공사가 0.86, 철도청 수도권전철 부문이 0.94, 부산교통공단이 

0.89, 배분적 효율성 지수는 서울지하철공사가 0.96, 철도청 수도권전철 부문이 0.87, 부산교통공단이 

0.89로 각각 측정되어, 생산적 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보다는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초과투입량을 산출한 결과, 평균적으로 노동은 24.9%, 자본은 54.7%가 초

과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수준 또는 직원수의 조정과 함께, 장거리 노선과 중량전철 위주의 기존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만경 등(2005)은 부산지하철 운영주체인 부산교통공단(현 부산교통공사)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지하철의 경우 투입 요소는 직원수, 전력사용량, 전동차수, 노선연장이고, 산출 요소는 열차운행거리, 수

송인원이다. 1990년부터 2003년의 시계열 자료를 각각 다른 분석대상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는

데, 분석결과 부산교통공단의 산출지향 효율성 지수는 CCR 모형의 경우 평균 0.95, BCC 모형의 경우 

0.99로 측정되어 효율성이 비교적 균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CCR 모형의 경

우 1990년과 1992년, BCC 모형의 경우 1990년, 1991년, 1992년, 1995년, 1996년, 1998년, 2002년, 

2003년의 효율성 지수가 1.00으로 측정되어 타 년도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규

모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규모수익 체감 현상을 보이고 있어 공공부문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용자 수에 비하여 노선연장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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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등(2008)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5대 도시의 6개 지하철 운송기관의 효율성을 측

정하였다. 투입 요소로는 노선연장, 차량수, 직원수, 역수를, 산출 요소로는 수송인원과 수입을 채택하였

고, 2002년～2005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도별 운송기관을 서로 다른 분석대상으로 가정하고, CCR 

모형을 통해 6개 운송기관의 총 13개 분석대상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2004년 및 2005년의 서울메

트로의 효율성 지수가 1.00으로 산출되었고 참조집단 출현빈도도 각각 7회 및 15회로 가장 많아 효율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2003년의 대구지하철공사는 0.17로 산출되어 가장 비효율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효율성 지수는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

울도시철도공사가 각각 0.99와 0.77로, 3개 노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는 0.64, 수도권 전철과 연결

되는 인천지하철공사는 0.52,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으로 승객수가 감소한 대구지하철공사는 0.27, 수송실

적이 현저히 낮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0.25로 각각 산출되었다. 또한 BCC 모형을 통해 효율성을 측정

하여 규모의 효율성도 파악하였는데, 효율성 지수는 2004년 및 2005년의 서울메트로와 광주도시철도공

사가 1.00으로 각각 측정되었는데, 서울메트로는 규모의 효율성을 달성한 운송기관으로 평가된 반면, 광

주도시철도공사는 2004년과 2005년의 규모효율성이 각각 0.20과 0.30으로 측정되어 현재의 영업규모

가 최적이 아니고 비효율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6개 운송기관의 15개 노선에 대해 2004년부터 2005년의 총 28개 분석대상의 효율성 측정하였는데, 

2005년을 기준으로 서울메트로의 서울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1.00, 3호선은 0.61, 4호선은 0.81, 서울

도시철도공사의 5호선은 0.72, 6호선은 0.60, 7호선은 0.85, 8호선은 1.00, 부산교통공사의 부산지하철 

1호선은 0.79, 2호선은 0.49, 3호선은 1.00, 인천지하철공사의 인천지하철 1호선은 0.58, 대구지하철공

사의 대구지하철 1호선은 0.47, 2호선은 0.93,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광주지하철 1호선이 1.00으로 각각 

산출되어 서울지하철 노선과 광주지하철 노선이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도시철도 운송기관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노선별로 효율성을 측정하여 효율성의 향상

을 위한 세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Graham(2008)은 전세계 도시철도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은 1996년의 89개의 

세계 도시철도, 지하철, 경량전철들로, 투입 요소는 직원수, 차량용량, 노선연장, 산출 요소는 수송인원, 

여객수송거리(인-km), 차량운행거리(대-km)이다. DEA 기법을 이용하여 CRS와 VRS의 효율성을 측정

한 결과, CRS의 효율성은 Mexico City metro, Moscow metro, Tokyo suburban rail, Helsinki metro 

등 4개 철도만이 1.00, 30개 철도는 1.00 미만이면서 0.50 이상, 55개 철도는 0.50 미만으로 각각 측정

되어 평균적으로 0.44로 분석되었다. VRS의 효율성은 앞의 4개 철도와 Istanbul light railway와 

Munich metro 등 총 6개 철도가 1.00으로 측정되었고, 평균 0.50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시스템 형태(metro, right railway, suburban railway), 도시의 경제여건(보조

금이나 투자비 등), 그리고 인구밀도가 도시철도 운송기관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 분석대상 측정 대상수 투입 요소 산출 요소

김민정

(2004)

수도권전철 및 

부산도시철도

N=60

(1976-2000)

인건비, 동력비, 전동차비,

유지보수비, 궤도비
전동차km

김만경외

(2005)
부산대중교통

N=24

(1990-2003)

직원수, 전력사용량,

전동차수, 노선연장

전동차km,

수송인원

김재윤외

(2008)
한국도시철도 

N=13(2002-2005) 및 

28노선(2004-2005)

직원수, 역수,

차량수, 노선연장
수송인원, 수입

Graham

(2008)
세계 도시철도 N=89(1996)

직원수, 차량용량, 

노선연장

여객수, 여객km, 

열차km

도표 1. DEA 기법을 이용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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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성 분석

3.1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

도시철도 차량의 운행을 통하여 이용객을 수송하고 운송수입 등 매출액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

나의 생산과정으로 본다면, 도시철도 수송은 그 생산과정이 복잡하고 산출물이 다양하다 하겠다. 따라서 

수송인원과 같이 하나의 부문만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할 경우 성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고 전체 생산과정상에서 비효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철도운송의 생산과정

을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도시철도 수송의 생산과정은 노동자, 차량, 궤도, 철도역, 운영비 등의 요소를 투입하여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도시철도 수송을 제공하는 운영주체는 공기업의 형태

를 지니고 공공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공공성의 확보가 기반이 되어 수송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겠

다. 또한 수송 과정을 통해 이용객을 수송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송효율성은 공공성 확보, 수익 창출, 경영효율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철도

운송의 전체 생산과정을 공공성 측면, 수익성 측면, 경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성 측면은 노동, 차량, 궤도, 철도역, 운영비 등의 투입 요소를 투입하여 도시철도 차량의 운행서

비스를 제공하는 생산과정을 의미한다. 수익성 측면은 운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제 여객을 수송하는 생

산과정을 의미한다. 경영적 측면은 이상의 과정에 더하여 매출액을 창출하는 생산과정을 의미한다.

한편, 도시철도의 수송효율성은 운영기관 관점에서의 효율성이므로, 여객 관점에서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공공성 측면의 수송효율성은 여객이 서비스 받는 정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

를 내릴 수 있지만, 수익성 측면의 효율성은 전동차내 혼잡도와 연계되므로 전동차의 용량을 초과하는 

수송실적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투입 요소 및 산출 요소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투입 요소는 노동, 차량, 연료, 유지관리비 등이, 산출 요소는 운송실적, 열차운행거리, 운송수입 등

으로 정리될 수 있다. 도시철도 수송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제한된 선로와 역에

서 노동력과 운영비를 투입하여 차량을 운행시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과정이

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직원수, 차량수, 운영비, 선로연장, 역수를 투

입 요소로 선정하고, 전동차 운행거리, 여객 수송실적, 매출액을 산출 요소로 선정하였다.

3.2 분석대상 및 data

우리나라 도시철도의 수송효율성 분석 대상은 서울도시철도, 부산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인천도시철

도,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등 총 6대 도시의 도시철도로 설정하였고, 분석기준년도는 2009년이다. 

각 도시의 도시철도 수송효율성 분석은 운영기관 단위가 아닌 도시 단위로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개별 도시별 도시철도에 대한 조사 자료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도시철도 수송에 대한 통계

자료는 각 도시철도 운영회사의 자료를 정리한 “통계로 보는 한국철도 2010”을 이용하였다. 

투입 요소 및 산출 요소별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도표 2와 같이 평균 직원수는 4,112인, 평균 전

동차 차량수는 854량, 평균 운영비는 438,347백만원, 평균 선로연장은 85km, 평균 역수는 81개소이다. 

평균 전동차 운행거리는 83,142천대-km, 평균 수송실적은 3,990백만명-km, 평균 매출액은 313,327백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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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원수

전동차

차량수
운영비

노선

연장
역수

전동차 

운행거리
수송실적 매출액

(명) (량) (백만원) (km) (개소) (천대-km) (백만명-km) (백만원)

최소 577 84 69,499 20.5 20 6,290 119 11,993 

최대 16,530 3,515 1,736,346 289.9 268 355,909 19,514 1,413,186 

평균 4,112 854 438,347 85 81 83,142 3,990 313,327 

표준편차 4,139 887 432,666 71.9 66 90,922 5,175 366,620 

도표 2.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의 통계적 특성 

3.3 효율성 분석 결과

도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동차 운행거리를 산출요소로 하여 분석한 공공성 측면의 효율성 지수는 

서울 도시철도, 인천 도시철도, 광주 도시철도, 대전 도시철도가, 여객 수송실적을 산출요소로 하여 분석

한 수익성 측면의 효율성 지수 또한 서울 도시철도, 인천 도시철도, 광주 도시철도, 대전 도시철도가, 매

출액을 산출요소로 하여 분석한 경영 측면의 효율성 지수는 서울 도시철도, 광주 도시철도, 대전 도시철

도가 각각 1.000으로 측정되어 타 도시철도에 비해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주, 

대전의 도시철도는 모두 1.000으로 측정되어 공공성 측면, 수익성 측면, 경영 측면 모두 수송효율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산 도시철도와 대구 도시철도는 효율성 지수가 모두 1.000보다 낮게 

산출되어 타 도시철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효율의 크기를 살펴보면, 공공성 측면에서 부산이 약 7%, 대구가 약 2%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지

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각각 34%, 41%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경영적 측면에서는 각각 1%와 41%

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각 도시의 도시철도가 공공재로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도시철도 서

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여객 수송실적과 매출액에 있어서는 투입 요소들이 과다 투입되는 현상이 크다

는 것을 시사한다. 즉, 부산 도시철도와 대구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이나 광주, 대구처럼 공공성과 수익

성, 그리고 경영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지닌 도시철도에 비해 투입량 대비 전동차 운행거리는 비슷한 수

준으로 제공하지만, 수송실적과 매출액은 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뜻한다. 

구분

공공성 측면 수익성 측면 경영적 측면

효율성

지수
준거집단

효율성

지수
준거집단

효율성

지수
준거집단

서울 1.000 서울 1.000 서울 1.000 서울

부산 0.933 서울,인천,대전 0.665 서울,인천,대전 0.989 서울,대전

대구 0.985 서울,대전 0.592
서울,인천,

광주,대전
0.593 서울,대전

인천 1.000 인천 1.000 인천 0.987 서울,대전

광주 1.000 광주 1.000 광주 1.000 광주

대전 1.000 대전 1.000 대전 1.000 대전

도표 3. 효율성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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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도시철도 수송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도시철도 수

송의 자원들과 산출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생산 구조와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이에 적합한 방법의 하나가 효율성 분석이라 할 수 있는데, 효율성 분석은 생산구조를 객관화하여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도시철도 수송의 효율성 측정과 아울러 비효율의 크기 측정

이 가능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의 제시가 가능하다. 

DEA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도시철도의 수송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 도시철도, 광주 도시철

도, 대전 도시철도의 효율성 지수는 공공성 측면, 수익성 측면, 경영 측면 모두 1.000으로 측정되어 효

율적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동차 운행거리인 대-km를 산출 요소로 하는 공

공성 측면 효율성의 경우, 효율성 지수가 6대도시가 모두 0.93 이상으로 측정되어 부산과 대구에서 비

효율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시철도는 수송효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반면 수송실적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수익성 측면과 경영 측면의 효율성 지수에서는 대구의 도시

철도가 각각 0.592와 0.593으로 측정되어 효율성의 개선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철도의 수송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대구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도시철도와 대전 도시철도

의 생산구조를 참고하여 투입요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인

력 및 시설 운용의 효율화, 운영비의 절감, 수요 창출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과 같은 운영상에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와의 비교, 코레일의 도시철도 부문을 포함하는 효율성 

측정, 각 도시철도의 비효율 원인의 측정과, 도시철도 각 노선별 역별 효율성의 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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