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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포락 분석을 이용한 지방 사립 전문대학교 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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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mpares efficiency results and performance targets for academic departments in a local private 
college using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Because of an aging society, a smaller school-age population 
entering colleges, and enhanced accreditation standards by the governm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not 
recruiting and retaining sufficient students and therefore are struggling for survival. In contrast to popular four- 
year undergraduate universities concentrated in Seoul and its satellite cities, retaining students is critical for the 
survival of local private colleges in poor or remote region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identify the factors 
involved in the retention of students in the various departments of a college. However, give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department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one unique or robust set of standards to evaluate their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ximize student retention capabilities by ensuring that additional 
resources are assigned to efficient DMUs; while, inefficient DMUs are given benchmarked target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college accreditation standards, this paper presents indices to be used in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academic departments in a college. In evaluating relative efficiency, this paper uses the output- 
oriented BCC model. To define target levels to be achieved for efficient DMU, a multi-stage DEA procedure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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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대학은 높은 진학률에 힘입어 1990년대 이후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다가, 출산율 하락과 그에 따른 입학자원의 부

족으로 그 중 많은 수가 최근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러한 위기는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의 대학들에서 더욱 심각

해지고 있다. 대학입학정원과 입학자원 수의 불균형으로 수도

권으로의 진학이 용이해지면서, 지방소재의 4년제 대학들조차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입학정원을 간신히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어려운 경쟁 환경에 대처하

기 위하여 지방소재 대학에서는 지역 밀착형 대학 등을 비롯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우위 기반 확보를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인하지 

않음으로써 낮은 효율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Youn and 
Park, 2006). 대학의 운영효율성 향상은 대학정원 자율화, 대학

평가 및 이에 따른 정부의 차등화 정책으로 대학 간 무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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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Lee and Lee, 2001).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생산조직이 

사용한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Farrell 
(1957)은 생산조직의 효율성을 그 생산조직이 효율적 집합에

서 떨어져 있는 거리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리 개념의 효율

성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투입물과 산출물이 다수이고, 이
러한 투입물들을 결합하여 형성되는 산출물의 시장가격이 존

재하지 않는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적인 조직의 경우 효율성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측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

하여 Charnes et al.(1978)에 의하여 자료포락분석(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이 고안되었다. DEA는 계량모형이면서

도 특정한 함수 형태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량기법

에 비하여 대학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 보다 적합하

다고 평가된다. 또한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활용되기도 한다

(Shim and Kim, 2012; Lee and Jeon, 2011).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정부주도의 대학인증 등으로 대

학들 간의 지속적인 생존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

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보유 역량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불리한 환경

에 처해있는 지방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더욱 절감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생존 경쟁에 가장 어려운 여건으

로 임할 수밖에 없는 지방 사립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전문대

학 내의 다양한 계열/학과의 성과를 DEA를 활용하여 평가하

고자 한다. 또한 효율성 중심의 전략을 취하는 대학과 성과 중

심의 전략을 취하는 대학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계열/학과의 성과를 효율성 중심(Input Orientation) 접근 방

법과 성과 중심(Output Orientation) 접근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만 목표수준의 결정에는 성과중심 접근

방법의 결과가 활용되었다. 많은 전문대학들에는 2년제에서 4
년제까지 다양한 학제가 혼재하고 있어, 규모수익고정(Cons-
tant Returns to Scale) 방법보다는 규모수익가변(Variable Returns 
to Scale)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만 계열/학과의 순위결정에는 

규모수익고정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제불

능변수를 감안하였다. 달성가능 수준의 목표를 결정함에 있

어, 일부 요소의 경우는 임의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신입생 숫자를 입/출력요소에 포함할 경우, 효
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숫자를 임의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일부 요소들의 경우는 목표수준을 정함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졸업생의 숫자나 취업생의 숫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생의 숫자나 졸업생의 숫자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DEA
를 여러 번 수행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대학의 성과평가는 구성 요소인 계열/학과의 다양한 특성으

로 인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일관적으로 적용 가능

한 평가기준의 확립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EA를 활

용하여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열/학과의 특성을 반

영한 성과를 측정하고, 비효율 계열/학과의 경우 유사한 환경

의 벤치마킹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효율성제고가 가

능토록 하고자 한다. 전문대학은 계열/학과별로 다양한 학제(2
년제～4년제)와 모집정원의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규모

수익가변모형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분석하고 목표수준을 정

의한다. 그러나 평가대상 계열/학과의 효율성 순위 평가에는 

규모수익고정 모형 기반의 초효율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규모수익가변 모형의 경우는 초효율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

우가 있기 때문이다(Yoo, 2007). 또한 지방에 위치한 전문대학

의 경우 대개의 경우 성과달성을 위한 입력수준이 높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력지향형 모형을 활용한다. 또한 효율

성 평가에 있어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선정은 목적성과 시의

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대학평가를 주

도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된 대

학 효율평가 연구 사례와 전문대학 기관인증평가의 정량평가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전문대학 계열/학과의 역량 효율화를 

위한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효율성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통제 불능 요인이나, 증가제한요인을 감안하여 다양한 

목표수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달성 가능한 수준의 설정이 가

능토록 하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출력지향형 규모수익가변 모형을 활용하여 대학 

내 계열/학과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비효율 계열/학과가 상대

적 완전효율을 이루기 위한 목표수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일

부 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가결과를 연속변인으

로 간주하는 회귀분석 등의 사후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
는 DEA를 통한 효율성 평가는 상대적 효율평가 이므로, 효율

성 정도는 완벽한 서열화가 어렵기 때문(Yun, 2003)에 연속변

인으로서의 요건이 완전하기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효율성 분석은 공개된 통계 솔루션인 R(R Core Team, 
2012) Version 2.15.2를 사용하였으며, DEA 분석을 위하여 Ben-
chmarking(Bogetoft and Otto, 2010)과 FEAR(Wilson, 2010) 패키

지를 적용하였다.

2. 유관 연구

2.1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일반적으로 성과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평가 항

목의 점수를 각 항목에 부여된 가중치로 곱하는 가중평균 방

식이라고 할 수 있다(Bae, 2009). 가중평균에 의한 성과측정 방

법은 이해하기 쉽고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중치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고 성과 점수가 가중치에 민감할 수 있

다는 약점을 가지게 된다(Bae, 2009; Johnes, 1987, 1990). 가중

평균 방식과 비견되는 대부분의 계량모형들은 평가지표들 사

이의 주관적 가중치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

면, 일정한 함수를 가정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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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학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를 구성하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함수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인 가중

치 부여 방식이나 함수를 가정하는 계량모형 기반의 성과측정

은 적절하지 못하다. 반면 DEA는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비모

수 기반 효율성 추정방법으로, 특정 함수형태를 가정하는 계

량모형이 아니므로 학교 등의 공공기관의 효율성 평가에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 DEA는 복수의 투입/산출 요소를 고려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인 가

중치 부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생산성 평가기법

으로서의 객관성과 일반성을 지니게 된다(Kim et al., 2004). 또
한 DEA는 평가 대상이 되는 의사결정 단위인 DMU(Decision 
Making Unit)들 간의 상대적 성과를 도출해 준다는 장점이 있

다. 즉 성과를 평가하는 비교 대상인 벤치마킹 대상이 제시되

고, 이들과의 차이를 제시하여 구체적 달성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Kim and Choi, 2005). 
DEA에서 효율성은 가중치가 부여된 산출물들의 합과 가중

치가 부여된 투입물들의 합 간의 비율로 정의된다. 따라서 

   ⋯가     ⋯ 에 대한 i번째 투

입요소라 하고,    ⋯ 가 이 때의 r번째 산출요소

라 할 때 에 대한 상대적 효율은 다음의 식 (1)과 같이 정

의된다.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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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여기서 와 는 투입요소 와 산출요소 의 가중치이

며, 는 비아르키메디안 무한소(non-Archimedean infinitesimal)
를 의미한다. 그러나 위의 식 (1)은 비선형(nonlinear)이며 비볼

록(non-convex)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의 식 (2), 식 (3)과 같은 

선형방정식 문제로 바꿀 수 있다(Charne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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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투입요소의 가중치 합을 최소화하는 입력지향형 

(input-oriented) 모형으로 변형한 것이고, 식 (3)은 산출요소의 

가중치 합을 최대화하는 출력지향형으로 변형한 것이다. 이 

문제를 평가대상을 바꾸어가며 DMU 개수에 해당하는 n번 실

행하면 모든 DMU 들의 상대적 효율성 점수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를 최대화하는 산출요소 및 투입요소의 가

중치가 도출된다. 하나의 조직이 완벽한 효율성을 가진다는 것

은 조직의 한 산출물을 투입요소의 일부를 증가시키지 않고서

는 증가시킬 수 없거나, 투입물의 다른 일부를 증가시키지 않

고서는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Charnes and Cooper, 
1985),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함수 관계가 명확히 알려져 있

지 않은 경우 이론적으로 완벽한 효율성을 알기 어렵다. 따라

서 DEA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조직들을 중심으로 해당

조직의 실제 값으로 효율성 프런티어를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

로 각 조직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한다. 다시 말해 DEA에서 

특정 조직의 효율성은 그 조직과 관련 조직들의 선형적 결합

을 통해 구성하는 준거집단 간에 이루어지게 된다(Lee and Lee, 
2001). 따라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DMU는 그 판단의 근

거가 되는 참조집합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찾기 위해서는 

식 (2)와 식 (3)의 쌍대문제 모형인 식 (4)와 식 (5)를 활용한다. 
실제로는 계산상의 이유로 식 (4)와 식 (5)가 널리 사용되는데, 
이는 제약식의 숫자와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DEA에서는 

DMU의 숫자가 투입요소 숫자와 산출요소의 숫자를 합한 것

보다 훨씬 큰데, 쌍대문제 모형을 사용하면 제약조건의 숫자

가 축소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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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효율성 점수를, 는 쌍대변수를 의미하고 
, 


는 초과 투입량과 초과 산출량을 의미한다. 식 (4)와 식 (5)

를 통해 가 참조해야 할 DMU 들의 선형결합을 식별할 

수 있으며, 가 해당 DMU의 결합계수가 된다(Cooper et al., 
2006). 한편 쌍대문제 모형으로만 DEA 모형을 다루게 되면 원 

문제 모형의 의사결정 변수인 투입/산출요소에 대한 가중치가 

가지는 다양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소홀해 지는 문제도 발생하

게 된다(Lim, 2009).
이와 같이 DEA 중 가장 먼저 개발된 CCR 모델은 CRS의 가

정을 기반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는 모델이다(Charnes et al., 
1978). 그러나 많은 경우 조직의 관리규모는 효율성 평가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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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익불변 가정 하의 CCR 모형에 따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규모에 따른 효율성의 변화를 감

안하는 것을 BCC 모형, 또는 VRS(Variable Returns to Scale)라
고 한다(Banker et al., 1984). BCC 모형에서는 앞의 식 (4), 식 

(5)에서 제약식 
   를 추가하게 된다. 이 제약조건이 

추가됨으로써, CCR 모형에서 계산한 기술효율성(TE : Techni-
cal Efficiency)에서 규모의 효율성(SE; Scale Efficiency)을 제외

한 순수기술효율성(PTE : Pure Technical Efficiency)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즉 규모효율성은 기술효율성을 순수기술효율성

으로 나눔으로써 추정하게 된다(Coelli, 1996).
이상의 CCR 모형과 BCC 모형은 입력지향 모형과 출력지향 

모형을 막론하고 제약 조건에 평가대상인 DMU 자신도 포함

되어 있어, 효율성 지수가 1인 DMU 들의 경우 우선순위를 나

타내기 어렵다. 이에 Andersen and Petersen(1993)은 제약조건

에서 평가대상 DMU 자신을 제외하여 효율성 값이 1 이상의 

값을 가짐으로써 상호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수정 DEA 
모형인 DEA/AP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때 효율성이 1보다 큰 

경우를 초효율성(super efficiency)이라고 칭한다. 규모수익가

변 형인 BCC의 출력지향 모델에서의 초효율을 구하는 

DEA/AP 모형은 다음의 식 (6)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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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효율성 평가에 활용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들 중 일부 

항목들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정할 수 없는 제어불능인 

변수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경우 교수 수나 

입학생 수들은 해당 DMU의 성과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도, 장기적인 조정은 가능할 것이나 단기적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입요소와 출

력요소들을 제어가능변수와 제어불능변수로 구분하여, 상대

적 완전효율 달성을 위한 목표수준 결정함에 있어 제어가능변

수만으로 적정수준을 제시한다. 기존 평가모형에서 제어불능

변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입/출력요소의 위치를 변경하고, 
부호를 바꾸면 된다. 즉 특정 투입요소가 제어불능일 경우, 음
의 출력요소로 취급하면 된다(Bogetoft and Otto, 2010).

2.2 국내/외 대학 효율성 평가 연구

날로 심해지는 대학생존경쟁 환경에서, 전문대학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많은 전문대학들은 학생모집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상 많은 편법과 비정상적 수

단이 공공연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Mo, 2006). 이러

한 현상은 대학 숫자의 추이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수

는 1970년 65개에서 출발하여 2002년 159개교를 정점으로, 
2012년엔 142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4년제 대

학 수는 1970년 71개교에서 시작하여 2012년 189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이래 교육통계연감

이 제공되기 시작한 1999년까지 숫자상으로 전문대 우위가 계

속되다가, 2000년 이후 역전되어 그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09년 전문대학을 포함한 부실 사립대학 30여개를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발표(서울경제신문, 2009. 6. 24) 한 이후, 교육정보 

공시제도와 기관평가인증제도의 도입 등의 지속적인 대학구

조조정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령인구의 감소 및 경쟁 심화에 따른 

피해는 특히 전문대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전문대학의 4년제 전환, 4년
제 대학의 전문대 교육 영역 진출, 교육 당국의 4년제 대학 중

심 정책 수립 및 4년제 대학 교수 중심의 정책 심의 조직 구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Source :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자료 편집.
 Figure 1. Trend chart of total number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

대학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대학은 일반기업이라기 보다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대개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즉 공

공기관의 경우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공통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존재할 수 없다는 특

징이 있다. 더욱이 대학의 경우는 다양한 성격의 계열이나 학

과로 구성되어 있어 공통된 성과측정지표의 선정이 더욱 어렵

다. 따라서 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성과 측정에는 투입요

소와 산출요소 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대
학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

었는데, CCR 모형과 BCC 모형이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선행

연구의 투입요소는 대체로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요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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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put and output variables in previous studies using DEA
연구자 연구 대상 투입 요소 산출 요소

Tomkins and 
Green(1988)

미국 대학교
전임교수 수, 직원 수, 교수인건비, 
직원인건비

재학생수, 대학원생수, 연구용역수입, 연구논문 

수, 저서 수

Ahn et al.(1989) 텍사스 주 내의 대학교
교육서비스, 교육과 연구서비스, 
연방정부와 개인연구기관의 서비스

학부 학생 수, 전체 학점 수, 대학원생 수, 
연구지원금

Sinuany-Stern 
et al.(1994)

이스라엘 Ben-Gurion 
Univ.의 학과

운영비용, 교수 급여 연구비, 연구논문, 졸업 학생수, 학과 수업시간

Johnes(1996) 영국대학교 취업률, 학위 취득률, 중퇴율 대학지원 기관 선정 연구 분야의 순위

Athanassopoulos 
and Shale(1997)

45개 영국 교육기관

교육비, 연구비(비용)
학부생 수, 대학원생 수, 교육지원 수, 
연구비, 3년간 A-level 점수 평균, 
도서관과 컴퓨터 서비스 비용(성과)

졸업생 수, 고학위자 수, 가중연구 순위

Avkiran(2001) 36개 호주 대학 교육직원 수, 비 교육 직원 수

학부생 수, 대학원생 수, 연구 비율, 학생 보유율,
학생 보급률, 졸업한 Full-time 근무자 비율, 해외

등록금 납입자 수, 비 해외 등록금 납입자 수

Abbott and 
Doucouliagos
(2003)

36개 호주 국립대학
교육직원 수, 비 교육 직원 수, 인건비 

제외한 총 지출액, 비유동자산 가치

전일제 학생 수, 학부생/대학원생의 학위 

수여자 수(이상 교육 모형)
연구 지원비, 외부 연구비, 연구 지출비(이상 

연구모형)

Agha et al.(2011)
Islamic Univ. in 
Gaza(IUG)의 30개 학과

운영비용, 학점 수, 직원 수 졸업생 수, 승진자 수, 공공서비스 행위

Kwak(1993) 20개 국립 종합대 직원 수, 시설연면적, 장서 수 이용자수, 대출 책 수

Choi et al.(1999) 인문사회계열 국내 18개 대학 교수 수, 교내연구비, 교외연구비 학회발표 논문, 대학논문집 논문, 저서, 역서

Ahn et al.(1998)
병원과 공대 중심 77개 

대학교

교수 수, 직원 수, 운영비, 기자재비, 
인건비

학부학생수, 대학원생수, 취업자 수, 논문 수, 
연구비

Choi and Sohn 
(1999)

연세대 공대 14개 학과 운용면적, 전임교수
연구논문, 수주연구비, 순수취업률, 
대학원진학률

Kim et al.(2000) 수도권 8개 대학교
교수 인건비, 건물단위당 관리비, 연구비,
교직원수, 장서 수, 도서관 연면적

취업률, 대학교육에 대한 의견, 학위 별 학생수, 
저/역서 수, 논문 수, 총 학점 수, 공공서비스

Na and 
Kim(2005)

OECD 15개 국가

학생 100명당 교수, 공립대학 비중, 학생당

교육비, GDP 대비 공교육비, 교직원 

인건비 비중, 교수당 연구개발예산

대졸자 취업률, 고등교육 이수율, 대학교육 

만족도, 교수당 SCI/SSCI 논문 수, 논문당 

피인용 횟수

Youn and 
Park(2006)

13개 단과대학 대학별 행정직원 수, 교육연구경비 대학별 졸업자 수, 연구실적

Mo(2006) 16개 지역 전문대학 지역별 대학 수, 교수 수, 직원 수 입학생 수

Lee(2009) 134개 사립대학교

교지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직원 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 

학생비율, 순수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Choi and 
Kang(2010)

대전/충청지역 대학
교수 수, 예산, 교사 면적(전문대는 

교사면적 제외)
취업자 수, 연구실적(전문대는 연구실적 제외)

Kwon et al.(2010)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비교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 
확신성(서비스품질효율성)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 

외 비용(운영효율성)

만족, 재이용, 구전(서비스 품질효율성)
취업자, 진학자, 학술지(운영효율성)

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와 이를 수행하는 인적 요소(교수 수, 
직원 수 등), 활동 수행에 기반이 되는 학원자산요소(교지확보

율, 교사확보율 등) 및 1차적 성과요소(학부생 수, 연구비 등) 
등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출요소로는 현재 운

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영모형(학부생 수, 대학원생 수 등), 졸업

생을 중심으로 하는 성과모형(졸업생 수, 취업자 수, 논문 수 

등), 교육모형(학생 보유율, 학위수여자 수 등), 연구모형(연구

비, 연구실적 등)과 수익모형(해외등록금 납입자수 등) 등이 

사용되었다. 한편 대학평가에 이러한 직접적인 요소 외에 유

형성, 신뢰성 등의 간접적 요소를 적용한 사례도 있는데, Kwon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KS-SQI(service quality index)를 기반

으로 한 자료포락분석 모형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평가

에 활용하였다. 다음의 <Table 1>은 사전연구의 연구대상과 사

용된 투입요소, 산출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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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효율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학들 간의 효율성 

평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일률적인 결과

위주의 대학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효율성 중심의 성과평가

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DEA를 활용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한
편 치열한 대학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 간의 효

율성 평가도 중요하지만, 대학 내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계열이나 학과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현
실적으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은 한정되어 있

으며, 이러한 제약은 생존경쟁에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는 대

학일수록 더욱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별 계열이나 

학과가 최대의 성과를 발휘하는 것이 생존에 가장 시급한 요

소가 된다. 그러나 대학 내 계열이나 학과는 고유 특성이 다양

하고 대학 당국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달

라 성취할 수 있는 성과의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목표

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 따라서 대학 내 계열이나 학과의 성과 측정은 투입요소

를 상대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산출요소를 얻었

는가를 평가함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 내 구성요소인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효율성을 

평가한 사례나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Sinuany-Stern et al.(1994)은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비용관점의 투입요소와 주로 연구성과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Agha et al.(2011)은 팔레스타인 지역 가

자 지구 대학의 사회적 기여 중심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국내의 연구로는 Choi and Sohn(1999)의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내의 14개 학과를 대상으로 효율성 평가를 수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평가대상(DMU)의 숫

자에 비하여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숫자가 많아 효율적이라

고 평가되는 DMU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게 된다는 문제점

이 있었다. Youn and Park(2006)는 서울지역 A 대학의 13개 단

과대학을 대상으로 효율성 평가를 시행하였는데, 교육과 연구

부문에 한정되어 평가가 수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이미 초과공급 상태에 이르고 있으

며,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4년제 대학은 물론 같은 전문대학끼

리도 사활을 건 전투를 치르고 있다. 전문대학에서도 수도권

이 아닌 지방소재 전문대학, 특히 중소도시의 전문대학은 이

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교수와 직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Mo(2006)는 우리나라를 광역자치단체 별 1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대학 수, 교수 수, 직원 수를 투입 

요소로 입학생 수를 산출요소로 선정하여 2003년에서 2005년
까지의 효율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전국적으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에서 

완전효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인천, 대전, 경기도에 불과하

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로 대학 수를 감축해

야 하며 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폭이 훨씬 크게 나타

났다. 또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전문대학의 비효율성은 

2004년도에 크게 증가한 후 2005년도에 비효율이 커지고 있으

며, 이러한 비효율의 주된 원인이 규모의 비효율이라기보다는 

운영의 비효율임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입학자원의 증가

가 예상되지 않는 현실에서 지방소재 전문대학들의 좀 더 적

극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Choi and Kang(2010)은 대전, 충남/북 지역의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노동관련 요소(교수 수), 자본관련 요소(예산) 
및 물적관련 요소(교사면적)을 투입요소로 하고, 취업자 수와 

연구실적을 산출요소로 활용하였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에

는 물적관련 요소(교사면적)와 연구실적을 투입요소와 산출요

소에서 배제하였다. 사용된 산출요소는 정부의 부실대학선정 

항목요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연구에서 하위권으로 평

가된 대학들이 2011년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어 

있음(서울신문, 2011. 9. 5)은 주지할 만하다. 

3. 성과평가를 위한 투입요소와 출력요소의 선정

대학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항목들

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요소의 종

류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실제 DEA를 활용한 성과평가에 

사용될 투입/산출요소의 숫자를 무한정 늘려갈 수는 없다. 
DEA에서 사용될 투입/산출 요소의 숫자에 대하여 Banker et al. 
(1984)은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평가대상 조직의 수는 투입

요소와 산출요소의 수를 합한 것보다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 하였으며, Boussofiane et al.(1991)은 평가대상 조직의 수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곱보다 커야 한다는 경험적 규칙을 제

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이 DEA의 활용에는 투입요소와 산출요

소의 선정에 숫자의 제약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 또한 선정된 

입/출력 요소의 정제 방법 또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
용될 데이터의 성격이 계량값이냐 비율값이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사례에서도 확

인할 수 있듯이, 많은 연구들에서 계량값과 비율값을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혼용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Kim and Choi(2005)은 투입요소와 산출

요소의 분석단위는 통일해야 하며, 비율값을 활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적절함을 밝힌바 있다. 또한 투입요소와 산출

요소는 DEA 모델의 특성 상 망대특성치를 활용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망대특성을 가

지는 계량값으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계열이나 학과의 효율성을 보다 

총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Table 1>에 요약한 다양한 투입

요소와 산출요소를 참조하여 학과 간 성과 평가에 사용할 요

소들의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Table 1>에서 요약된 투입요소

는 대체로 인적요소(교수 수나 직원 수 등), 자산요소(시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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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antitative indices based on accreditation handbook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산출근거

2. 교육

2.1 교육과정 2.1.4 현장중심 전공교육

2.2 교수/학습 2.2.1 교수/학습지원 강좌당 학생수(단위 : 명)
2.3 학사관리 2.3.3 성적평가의 신뢰성 성적분포비율(단위 : %)

2.4 교육성과

2.4.1 졸업생 취업(률)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
2.4.2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2.4.3 신입생 충원(율) 3개년 평균 신입생 충원율(%)
2.4.4 재학생 충원(율) 3개년 평균 재학생 충원율(%)

3. 산학협력

3.1 산학협력 교육활동
3.1.1 산학협력활동 지원체제

3.1.2 산학협력 성과와 개선

3.3 현장실습
3.3.1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

3.3.2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5. 교원

5.1 교원의 선발과 평가 5.1.2 교원의 확보 전임교원확보율(%)
5.2 교원의 역량계발 및 복지 5.2.2 교원의 급여 및 복지 교원급여비교(%)

5.3 교원의 교육 및 연구
5.3.1 교육활동 주당수업시간(시간)
5.3.2 교원 연구실적 연구실적(건)

6. 도서관 및 

정보자원

6.1 도서관 및 정보자원 

지원체제
6.1.2 도서관과 정보자원에 대한 재정지원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천원)

7. 경영 및 재정

7.2 직원
7.2.1 지원규모의 적정성 대학규모별 직원 수(명)
7.2.3 직원의 급여/복지 및 역량 계발 등록금 대비 직원인건비 비율

7.4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7.4.1 교육비의 환원 등록금 대비 교육비 환원율(%)
7.4.2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8. 교육시설 및 

지원

8.2 교육 및 복지시설 8.2.1 교사시설의 확보 교사확보율(%)
8.3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8.3.1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천원)

Source : 대학알리미(http://academyinfo.go.kr/), KAVE(2012),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2011)을 재정리.

면적, 장서 수, 도서관 연면적, 비유동자산 가치 등), 비용요소

(교내/외 연구비, 인건비, 관리비, 기자재 등)와 서비스요소 등

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출력요소는 교육성과(졸업생 수, 
취업률, 재학생 수 등)나 연구성과(연구용역 수입, 연구논문 

수, 논문당 피인용 횟수 등), 서비스성과(만족도 등) 등으로 분

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활용되어 온 투

입/산출요소의 유형에 효율성 평가의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

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대학기관평가 인증기준의 정량지표를 

반영하였다. 특히 기관평가에 활용되는 정량지표 중 신입생 

충원, 재학생 충원, 교원의 확보, 교육비의 환원 및 장학금 등

은 특별히 필수 평가요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절대적 요구수

준을 제기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필수 평가요소를 가급적 입/출력 요소로 활

용하고자 하였으나, 교원의 확보 및 교육비의 환원, 장학금 등

은 학교 전반적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별학과 평가에 활

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배제하였다. 다음

의 <Table 2>는 전문대학기관평가 인증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

체 지표들 중 정성적 지표가 아닌, 22개 정량지표의 평가항목

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DEA를 통한 대학평가에 대한 유관연구 결과<Table 1>와 기

관평가 인증의 정량평가요소<Table 2>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서는 <Figure 2>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인적 요소, 자산요소, 비
용요소 및 성과모형, 연구모형 등으로 구분하고 전체 8개의 항

목을 정의하였다. 앞의 <Table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학

평가에 사용된 투입요소는 대체로 인적요소(교수 수, 직원 수 

등)나 비용요소(인건비, 운영비 등), 물리적요소(면적, 장서 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반면 산출요소의 경우는 교육성과

(재학생 수, 졸업생 수, 진학생 수, 취업자 수 등), 연구성과(연
구비, 연구논문/저서 수 등) 및 외부평가(평가 순위, 평판 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물론 비슷한 지표라고하더라도 연

구에 따라 실제 적용에는 연구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지

표가 활용(예로 재학생 수는 학부 학생의 수와 대학원 학생의 

수로 분리하여 활용하는 경우나 해외 등록금 납입자 수와 비

해외 등록금 납입자 수로 분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되고 있었으며,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요소라도 

비율값으로 표현하는 경우와 정량값으로 표현하는 경우(예로 

취업자 수와 취업률 등) 등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 기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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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ected input/output variables to measure relative efficiency for academic departments in a college

유형 유형구분 평가요소 내용

투입요소

인적 요소 교수 수1)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 숫자

자산요소 점유면적 학교 전체 공유면적을 제외한 학과별 실습실 등

비용요소 실험실습비 계열/학과 용도로 지급되는 실험실습비

산출요소

교육성과

입학생 수1) 정원에 포함되는 입학생의 수

졸업생 수1) 해당년도 졸업자 수

취업/편입자 수1) 건강보험가입자와 편입자2)

연구성과
연구실적1) 논문지에 게재한 논문실적3)과 특허, 저/역서의 단순집계

수주 연구비1) 교내/외를 막론한 연구비 수주금액

1) 대학알리미(http://academyinfo.go.kr)의 2011년 자료를 인용.
2) 건강보험에 등록된 순수 취업자로 분석시점에는 농업인 확인서, 자영업자 등의 인력은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았음.
3) 전문대학기관인증에서는 논문의 등급(SCI/E, 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지, 기타 학술지)에 따른 분류 없음.

유관연구의
투입/산출요소

기관인증평가의
정량평가요소

공통점 도출
학과단위

적용가능요소
선별

투입/산출
요소 확정

유관지표의
통합

Figure 2. Procedure of determining input/output variables

평가에서 활용되는 정량평가요소들은 주로 대학의 성과를 측

정하는 지표로 산출요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 및 산

학협력, 교원, 도서관 및 정보자원, 경영 맻 재정, 교육시설 등

의 영역에서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었다. 기관인증평가

의 정량평가요소들은 대체로 상대비교가 가능하도록 절대값

보다는 비율이나 단위당 숫자(예로 강좌당 학생 수 등)로 지표

를 선정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게 될 투입/산출요소의 선정에서 참고한 

사례(유관연구 사례나 기관인증평가 기준)들은 대체로 대학 

단위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입/산출 요소들을 

정의하였기 때문에 일부 지표들은 학과별 효율 성과평가에 활

용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존재하고 있다. 도서관 평가에 사용

된 요소들이나 등록금, 교사시설, 직원 수 등의 요소들은 학과

의 효율성 평가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관연구 사례나 기관인증평가 기

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한 투입/산출 요소들을 가급적 그대로 

활용하되, 학과단위의 평가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즉 투입요소는 인적 요소

와 자산요소, 비용요소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으로는 학

과별 전임교수 숫자, 점유 면적, 실험실습비 등의 항목을 선정

하였다. 출력요소는 일반적인 교육성과 관점의 항목으로 입학

생 수(혹은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수(혹은 재학생 충원율), 졸
업자 수, 취업자 수(혹은 취업율) 등의 지표를 사용하기로 하였

으며, 연구성과의 관점에서 논문실적과 저서, 수주연구비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DEA에서는 투입/산출요소의 숫자

가 증가하게 되면 평가결과 완전효율을 보이는 DMU의 숫자

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게 되므로, 가급적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이 평가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학의 경우 2년제～4년제의 다양한 학제가 존재하고 있으므

로, 일부 지표들의 경우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

재하게 된다(재학생 수의 경우는 2년제와 4년제의 일반 비교

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급

적 유지하되, 투입/산출 요소들을 조금 수정하여 연구에 활용

하고자 한다. 재학생 수(재학생 충원율)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졸업생 수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졸업생 

수로 통합하여 연구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편입 또한 취업과 마찬가지로 졸업생이 택할 수 있는 정

상적인 진로라고 판단되어, 취업자 수(취업율)와 통합하여 취

업자/편입자 수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논문실

적과 저서 실적 또한 연구실적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활용될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는 

다음의 <Table 3>과 같이 정리된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투입

요소와 출력요소는 모두 8가지로, 전체 DMU 숫자의 1/3 이하

이며 투입요소와 출력요소의 수의 곱 또한 전체 DMU수보다 

작아 앞에서 언급한 평가요소 선정의 제약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평가요소 선정과정에서 분석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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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put/output variables data for evaluating DMUs
(단위 : 명, 천원,  , 편)

* 제어불능변수

학과

투입요소 산출요소

인적 요소 자산요소 비용요소 교육성과 연구성과

교수 수* 점유면적 실험실습비 입학생수* 졸업생수 취업/편입자수 연구실적 수주연구비

DMU01
DMU02
DMU03
DMU04
DMU05
DMU06
DMU07
DMU08
DMU09
DMU10
DMU11
DMU12
DMU13
DMU14
DMU15
DMU16
DMU17
DMU18
DMU19
DMU20
DMU21
DMU22
DMU23
DMU24
DMU25
DMU26
DMU27
DMU28
DMU29
DMU30

20
2
1
3
3
2
2
3
1
5
2
3
3
1
5
3
2
2
6
3
2
4
1
3
1
3
3
7
2
8

31
14
2
5
5
4
4
2
3
2
2
1
4
9

13
5
3
4

11
14
2
7
6
4
1
3
4

13
10
26

72
17
26
23
6

26
22
4

22
1

14
10
60
39
89
43
13
24
21
30
14
70
34
25
6

24
17

136
50
35

170
100
45
40
90
50
40
40
45

110
40
40
60
40

120
45
40
40
64
45
60
40
40
40
40
40
40

200
80

160

188
51
25
23
81
22
15
33
36
96
30
24
24
27
82
25
40
24
61
35
77
39
36
20
23
17
20

139
58
82

127
23
7

11
42
18
7

19
26
45
13
12
13
12
41
15
26
10
54
10
52
27
19
7
9
6

12
35
25
41

11.7
4.1
1.0
1.0
2.0
1.2
1.2
4.6
1.0
6.6
0.0
0.0
0.8
1.0
1.5
5.5
2.0
1.0
5.2
0.0
4.5
4.1
0.6
2.0
0.0
1.0
2.2
7.9
0.0
0.0

0
1,300

30,000
2,000

0
10,000

0
100,000

0
52,000

0
0

169,454
0
0
0
0
0
0
0
0
0
0

2,000
0
0
0
0
0
0

여, 망대특성을 가지는 계량값의 형태를 띠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기관인증평가 지표의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등과 같이 

학생 단위당 숫자로 정의되어 있는 지표는 학과 단위의 실험/
실습비로 변환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또한 취업자 숫자에는 

전문대학 기관인증 기준에 따르면 농업인 확인서나 자영업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분석대상 자료로 활용한 

2011년 시점에는 이러한 분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자 만을 집계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실적의 경우 일

반적인 방식에서는 게재 논문지의 등급 분류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주어 가중 합을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기관인증

평가에서는 논문지의 등급을 따지지 않고 기여율만을 반영한 

단순합계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발표논

문과 저/역서, 특허실적을 합계한 수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4. 대학 내 계열/학과의 효율성 평가

4.1 효율성 분석을 위한 자료의 취합

평가 대상이 되는 대학에는 모두 32개의 계열/학과가 있었

으나, 폐과된 1개과와 신설된 1개과를 제외한 전체 30개 계열/
학과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공분야 세분화로 모

집단위와 졸업단위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모집단위로 데이터

를 취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평가를 위해 취합된 자료는 다

음의 <Table 4>와 같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대학알리미

(http://academyinfo.go.kr)의 2011년 자료를 활용하고, 점유면적

과 실험실습비는 대학내부에서 별도 취합하였으나 대학의 요

청에 따라 실제 분석에 사용된 정확한 값이 아닌 최소값을 기

준으로 산정된 상대값만을 공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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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results after running various DEA models

규모수익고정(CCR, CRS) 모델 규모수익가변(BCC, VRS) 모델

입력

지향형

출력

지향형

4.2 효율성 분석

<Table 5>에 요약한 바와 같이 분석결과 전체 30개 대상 DMU
들 가운데 규모수익불변 가정에 기반하는 CCR 모델의 경우 

상대적 완전효율을 보이는 DMU는 9개이며, 규모수익의 변화

를 가정하는 BCC 모델의 경우는 보다 많아서 16개로 분석되

었다. 규모에 따라 수익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가정을 적용하는 
BCC 모델의 경우 CCR 모델보다 완전효율로 판단하는 DMU
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
우에 따라 완전효율을 보이는 DMU들 간의 순위를 평가할 필

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CCR이나 BCC의 경우 완

전효율을 보이는 DMU들의 순위 평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DEA/AP를 활용한 초효율을 평가하는데, BCC 모델의 경

우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은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CR 기반의 DEA/AP를 

사용하여 초효율을 산출하고, 초효율에 따라 DMU들 간의 순

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입력지향 모형 기반의 CCR을 통해 산출한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과 BCC를 통해 산출한 순수기술효율성

(PTE; Pure Technical Efficiency)을 산출하고, 둘 사이에서 규모

의 효율성(SE; Scale Efficiency)을 계산한 결과를 다음의 <Table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DMU10이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

으며 DMU08, DMU21 및 DMU13이 그 뒤를 이었다. CCR 분석

으로는 매우 낮은 효율을 보이던 DMU01이나 DMU30의 경우 

BCC 분석에서는 완전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해당 DMU의 비효율이 주로 규모의 비효율에 기인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입력지향형 효율성 분석결과에 따라 비효율적이라고 판명

된 DMU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요소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효율제고에는 

투입요소의 절감이 적절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어진 투입요소를 최대로 활용하여 성과를 향상하는 것이 적

절하다. 유사한 평가요소를 활용한 이전 연구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속한 지역인 대전/충남 지역의 대학이 입력지향

형 모델에서 완전 효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oi and Kang, 2010; Mo,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입력지향형 모형을 중심으로 접근한 것과는 달

리 출력지향형 모델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7>과 같다. 출력지향형 모형의 경우 완

전효율의 출력 값을 평가대상 DMU의 출력 값으로 나눈 값으

로 정의되어, 1보다 큰 경우가 비효율적인 DMU로 평가된다

(Bogetoft and Otto, 2011). CCR 모형의 경우 규모불변을 가정하

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값은 입력지향형 모델의 효율성의 역

수와 그 값이 같고 나머지 분석결과는 입력지향형 모델과 동

일하다.

4.2 완전효율을 위한 적정 출력 수준의 결정

비효율 DMU를 완전효율로 전환하기 위한 출력요소의 목표

수준 제시에는 통제불능(Non-discretionary) 출력요소의 목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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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input-oriented DEA and super-efficiencies for academic departments

계열/학과
DEA/AP(CCR/AP) CCR BCC 종합

초효율 Rank TE 참조수 PTE 참조수 SE
DMU10 10.20584 1 1.00000 5 1.00000 2 1.00000
DMU08 2.42919 2 1.00000 2 1.00000 2 1.00000
DMU21 2.15819 3 1.00000 17 1.00000 15 1.00000
DMU13 1.69454 4 1.00000 1 1.00000 1 1.00000
DMU02 1.43338 5 1.00000 15 1.00000 5 1.00000
DMU25 1.35071 6 1.00000 13 1.00000 11 1.00000
DMU03 1.31271 7 1.00000 9 1.00000 5 1.00000
DMU09 1.22577 8 1.00000 8 1.00000 13 1.00000
DMU05 1.16370 9 1.00000 5 1.00000 1 1.00000
DMU23 0.98084 10 0.98084  1.00000  0.98084
DMU29 0.86590 11 0.86590  0.94089  0.92030
DMU14 0.85057 12 0.85057  1.00000  0.85057
DMU16 0.81481 13 0.81481  1.00000 1 0.81481
DMU28 0.74964 14 0.74964  1.00000 2 0.74964
DMU12 0.72727 15 0.72727   1.00000 1 0.72727
DMU06 0.62657 16 0.62657  0.62764  0.99830
DMU17 0.59825 17 0.59825  0.72180  0.82883
DMU15 0.55212 18 0.55212  0.78462  0.70368
DMU30 0.54768 19 0.54768  1.00000 1 0.54768
DMU11 0.53599 20 0.53599  0.56001  0.95712
DMU19 0.51477 21 0.51477  0.62603  0.82228
DMU07 0.50772 22 0.50772  0.59717  0.85022
DMU18 0.49595 23 0.49595   0.56781  0.87345
DMU22 0.45556 24 0.45556  0.47143  0.96633
DMU27 0.41696 25 0.41696  0.53204  0.78370
DMU24 0.38759 26 0.38759  0.47293  0.81956
DMU20 0.36279 27 0.36279  0.38900  0.93260
DMU01 0.36238 28 0.36238  1.00000 2 0.36238
DMU26 0.35914 29 0.35914  0.39986  0.89817
DMU04 0.34515 30 0.34515  0.40221  0.85813

주) 참조수는 다른 DMU에서 해당 DMU가 참조된 횟수를 의미함.

준 정의 방법이 선결되어야 한다. 신입생 충원률이 100%인 분

석대상의 경우, 출력요소 중 신입생수 항목은 변경이 불가능

하다. 또한 졸업생수는 해당 년도에 복학생이 특별히 많은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신입생수를 초과할 수 없다. 또
한 취업/편입생수는 졸업생수를 초과할 수 없다. 반면 연구실

적이나 수주연구비 항목의 증가에는 제약이 없다. 한편 DEA
를 활용한 목표수준 제시는 동일비율의 증가를 가정하게 된

다. 즉 특정 비효율 DMU의 연구실적이나 수주연구비가 0일 

경우 출력요소 값의 수정이 불가능하여, 목표수준의 제시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의 비효율 DMU에는 이

러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입학생수만

을 통제불능요소로 고정하고 비효율 DMU가 완전효율을 보이

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출력요소의 수준을 계산하면 다음의 

<Table 8>과 같다.Table 8>에서와 같이 

<Table 8>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많은 과들의 졸업

생수가 입학생수를 초과하여,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

표수준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DMU에서 달성 가능한 졸업생수와 취업/편입자

수에 해당하는 목표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의 목적은 구체적 목표수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제시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수정을 가하였

다. 즉 완전효율을 보이는 DMU를 제외한 비효율 DMU의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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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 of output-oriented DEA and super-efficiencies for academic departments

계열/
학과

DEA/AP(CCR/AP) CCR BCC
초효율 Rank TE 참조수 참조조직 PTE 참조수 참조조직

DMU10 0.09798 1 1.00000 5 DMU10 1.00000 10 DMU10
DMU08 0.41166 2 1.00000 2 DMU08 1.00000 1 DMU08
DMU21 0.46335 3 1.00000 17 DMU21 1.00000 13 DMU21
DMU13 0.59013 4 1.00000 1 DMU13 1.00000 1 DMU13
DMU02 0.69765 5 1.00000 15 DMU02 1.00000 10 DMU02
DMU25 0.74035 6 1.00000 13 DMU25 1.00000 9 DMU25
DMU03 0.76178 7 1.00000 9 DMU03 1.00000 2 DMU03
DMU09 0.81581 8 1.00000 8 DMU09 1.00000 3 DMU09
DMU05 0.85933 9 1.00000 5 DMU05 1.00000 10 DMU05
DMU23 1.01953 10 1.01953 DMU09, DMU21 1.00000 DMU09
DMU29 1.15487 11 1.15487 DMU02, DMU09 1.05455 DMU02, DMU21
DMU14 1.17568 12 1.17568 DMU02, DMU09 1.00000 DMU09
DMU16 1.22727 13 1.22727 DMU21 1.00000 2 DMU16
DMU28 1.33397 14 1.33397 DMU03, DMU21, DMU25 1.00000 12 DMU28
DMU12 1.37500 15 1.37500 DMU10 1.00000 1 DMU12

DMU06 1.59599 16 1.59599
DMU02, DMU 03, DMU09, 

DMU21, DMU25
1.39046

DMU02, DMU03, DMU10, 
DMU21, DMU25, DMU28

DMU17 1.67155 17 1.67155
DMU02, DMU05, DMU21, 

DMU25
1.63794

DMU02, DMU05, DMU21, 
DMU25, DMU28

DMU15 1.81121 18 1.81121
DMU2, DMU3, DMU09, 

DMU25
1.11028 DMU01, DMU21, DMU28

DMU30 1.82590 19 1.82590 DMU02, DMU05, DMU25 1.00000 1 DMU10, DMU30

DMU11 1.86570 20 1.86570
DMU02, DMU09, DMU21, 

DMU25
1.55300

DMU05, DMU10, DMU21, 
DMU25, DMU28

DMU19 1.94261 21 1.94261 DMU05, DMU10, DMU21 1.18620 DMU01, DMU10, DMU21

DMU07 1.96958 22 1.96958
DMU02, DMU03, DMU21, 

DMU25
1.75188

DMU02, DMU05, DMU21, 
DMU25, DMU28

DMU18 2.01633 23 2.01633
DMU02, DMU03, DMU21, 

DMU25
1.75918

DMU02, DMU05, DMU21, 
DMU25, DMU28

DMU22 2.19512 24 2.19512 DMU21 1.45596 DMU10, DMU16, DMU21

DMU27 2.39831 25 2.39831
DMU02, DMU10, DMU21, 

DMU25
2.18077

DMU02, DMU05, DMU10, 
DMU21, DMU28

DMU24 2.58002 26 2.58002
DMU02, DMU03, DMU21, 

DMU25
2.19904

DMU02, DMU05, DMU10, 
DMU21, DMU25, DMU28

DMU20 2.75644 27 2.75645 DMU02, DMU09, DMU21 2.24918
DMU02, DMU05, DMU21, 

DMU28
DMU01 2.75955 28 2.75955 DMU05, DMU10, DMU21 1.00000 3 DMU01

DMU26 2.78443 29 2.78443
DMU02, DMU03, DMU21, 

DMU25
2.15206

DMU05, DMU10, DMU25, 
DMU28

DMU04 2.89729 30 2.89729
DMU02, DMU03, DMU08, 

DMU21, DMU25
2.30641

DMU02, DMU05, DMU10, 
DMU25, DMU28

생수는 입학생수와 동일하게 가정하고, 취업/편입자수는 졸업

생수의 75%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해당 DMU의 연구실

적이나 수주연구비가 0인 경우는 목표수준의 조정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문제는 완전효율을 보이는 DMU에도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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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oretical output variables to attain full efficiency of 
inefficient DMUs base on output-oriented BCC model

(단위 : 명, 천원,  , 편)
* 제어불능변수

DMU
출력요소

입학생수* 졸업생수
취업자

편입자수

연구

실적

수주

연구비

DMU04
DMU06
DMU07
DMU11
DMU15
DMU17
DMU18
DMU19
DMU20
DMU22
DMU24
DMU26
DMU27
DMU29

 40
 50
 40
 40
120
 40
 40
 64
 45
 40
 40
 40
 40
 80

 86
 52
 56
 77
100
 76
 77
 72
 88
 57
 53
 86
 48
 64

41
43
26
33
50
49
32
64
25
39
19
30
29
28

3.75
2.86
4.50

-
1.83
3.80
3.21
6.17

-
5.97
5.33
5.08
5.27

-

7,501
23,814

-
-
-
-
-
-
-
-

5,334
-
-
-

데, 연구실적과 수주연구비가 모두 0인 경우는 출력요소의 값

이 모두 0이 되어 기존에 완전효율을 보이는 DMU의 출력지향

형 BCC 결과는 계산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비효율 DMU의 연구실적과 수주연구비가 0인 경우, 연구

실적과 수주연구비를 1과 1,000으로 수정하였다. 기존에 완전 

효율을 보이는 DMU의 값은 최대한 작은 값(본 연구에서는 연

구실적은 0.1, 수주연구비는 1)을 할당하고 가급적 전체 효율

결과의 변화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수행결과 비효율 DMU의 

연구실적, 수주연구비가 임의로 설정한 값(각 1, 1000)이 변화

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원래 값인 0으로 환원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변경된 값을 그대로 목표수준으로 반영한 데이터

로 출력지향형 BCC 모델을 최종 수행한 결과 모든 DMU가 완

전효율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DMU가 완전효율을 

보이게 될 경우의 비효율 DMU 최종 목표수준은 다음의 

<Table 9>와 같다.
모든 DMU가 완전효율을 보인다는 가정아래, 분석대상 대

학이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의 기대치는 다음의 <Table 
10>과 같다. 물론 앞에서 임의로 정의한 졸업생수나 취업자/편
입자수의 목표수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인 방향은 비슷할 것으로 사료

된다. 졸업생유지율 100%와 취업률 75%를 가정한 현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졸업생수는 16.66% 증가하고, 취업자/편입자

수는 36.65%, 연구실적은 55.37%, 수주연구비는 12.78% 증가

하게 된다. 비효율 DMU의 목표수준으로 임의 정의한 졸업생

유지율 100%와 취업률 75%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현재 대학기관인증평가의 핵심이슈가 되고 있는 재학생유지

율이나 취업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이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9. Adjusted output variables to attain full efficiency of 
inefficient DMUs considering its feasibility

(단위 : 명, 천원,  , 편)
* 제어불능변수

DMU
출력요소

입학생수* 졸업생수
취업자

편입자수

연구

실적

수주

연구비

DMU04
DMU06
DMU07
DMU11
DMU15
DMU17
DMU18
DMU19
DMU20
DMU22
DMU24
DMU26
DMU27
DMU29

 40
 50
 40
 40
120
 40
 40
 64
 45
 40
 40
 40
 40
 80

 40
 50
 40
 40
120
 40
 40
 64
 45
 40
 40
 40
 40
 80

30
38
30
30
90
30
30
48
34
30
30
30
30
60

5.320
3.528
4.500
4.386
1.833
4.426
4.489
7.013
5.336
6.050
5.334
5.327
5.267

-

10,639.47
29,403.79

-
 4,386.15

-
 1,164.04
 1,399.19
 1,136.97
 5,335.58
 1,013.50
 5,334.25
 1,048.49

-
-

Table 10. Key performance indices after achieving adjusted 
target levels

항목 수행 전 수행 후 비고

투입

요소

교수 수 106 106 
투입요소 

고정
전용면적 13,851 13,851 

실험/실습비 760,313 760,313 

출력

요소

신입생 수 2,004 2,004 통제불능 변수

졸업생 수

졸업율

1,453 
72.50%

1,695 
84.58%

16.66%

취업자 수

취업률

764 
52.58%

1,044 
61.59%

36.65%

연구실적 73.700 114.509 55.37%

수주연구비 366,754 413,615.43 12.78%

5. 결과의 해석 및 DMU별 성과향상 전략

비효율 DMU의 목표수준인 졸업생유지율 100%와 취업률 75%
가 달성하기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분석대상 대학 계열/학과

의 완전효율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이 선행되어

야 함은 언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수행한 데이터 분

석을 통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완전효율을 보이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출력요소를 보

이는 DMU가 존재하고 있다. DMU10, DMU13, DMU02, DMU25, 
DMU03 등이 해당하는데, DEA가 상대적 효율을 평가하는 도

구임을 감안할 때 해당 DMU들의 투입요소 수준은 우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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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필요가 제기된다. 특히 DMU25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출력요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수 수를 비롯하여 본 논문

에서 상대값으로 공개한 점유면적 등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둘째, 규모효율(SE)이 매우 낮은 DMU에 대한 전략의 검토

가 필요하다. CCR 모델에서는 매우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지

만, BCC에서는 완전효율을 보이는 DMU 중 DMU30이나 DMU01
의 경우는 규모효율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DMU의 경우 계열분리 등의 규모조정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분석대상의 경우 대체로 낮은 연구실적과 수주연구비

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할 때, 참조수가 가장 

많은 DMU21, DMU25, DMU09는 보편적으로 참조 가능한 모

델이라고 할 수 있다. DMU21은 높은 재학생유지율과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보이지만, 보통수준의 교수 수, 적은 점유면적

으로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DMU25의 경우는 매우 낮은 수준

의 투입요소와 낮은 수준의 출력요소로 요약된다. DMU09는 

교수 수는 작지만, 나머지 입/출력요소에서 모두 균형 잡힌 특

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연

구실적과 수주연구비의 증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DMU08과 DMU13은 장기적 벤치마킹 모델로 참조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효율 분석에서 가장 높은 효율

을 보인 DMU10은 교수 수를 제외한 투입요소 수준이 매우 낮

아 참조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지속적인 효율분석을 위해서는 투입요소의 실제 사용

량이 아닌 예산량을 입력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성평가는 투입요소의 절감이 높은 성과를 나타

내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효율성평가가 지속적으로 수행

되면, DMU들은 출력요소의 증가보다는 투입요소의 감소를 

선택하는 것이 손쉬운 선택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재

학생 만족도 등의 장기적 생존 역량의 하락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는 균형 잡힌 투입요소 배정을 모색하

고, DMU들은 주어진 투입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높은 성과

를 모색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

6.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인증강화로 인하

여, 대학의 생존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학 생존경쟁의 

심각도는 지방에 위치한 대학일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하며, 
전문대학의 경우는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과 더불어 선호도 하

락으로 더욱 불리한 형편에 처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DEA를 활용하여 학내 

구성요소인 학과 단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수준의 달

성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는 2011년 자료를 활

용하였으며, 효율성 분석에는 입력지향형 모형과 출력지향형 

모형, CCR 모형과 BCC 모형을 모두 활용하였다. 평가를 위한 

입/출력요소는 대학평가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평가

요소와 전문대학기관인증평가의 정량지표를 참조하여 3개의 

투입요소와 5개의 출력요소가 정의되었다. CCR 모형의 경우

는 9개, BCC 모형의 경우는 16개의 DMU가 완전효율을 보이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BCC 모형 분석에서 비효율을 보이

는 14개 DMU에 대해서는 다단계 DEA 실행을 통하여 목표수

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단계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향

후 개선 전략 또한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목표 수준은 최소 수준의 지표 값

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즉 특정 DMU의 졸업생수가 100명이라

고 할 때, 99명이라도 완전효율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

다. 이는 출력요소의 Slack 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문제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본 연구의 

대상이 학문을 담당하는 전공의 효율성 평가이기 때문에, 이
러한 평가가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대학이나 

학과의 성과가 취업률이나 재학생유지율, 연구비수주액 등의 

정량적 평가대상인가라는 문제는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평가대상이 실용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문대학이고, 평가를 통한 퇴출 등의 압력이 

엄연한 현실이기에 본 연구의 시도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학의 사정에 따라 특정 학과에 일시적으로 비용 
등의 지원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다. 즉 신설 학과의 경우 교육 

기반 확보를 위하여 특정 연도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이 일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연도의 투입/
산출 요소를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

제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지 않았다. 물론 본 연구에서 분석 대

상이 된 대학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학과가 존재하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다년도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4년제 대학에 집중되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지금껏 시도되지 않았던 전문대학 내의 계열/
학과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

다. 또한 다양한 관점의 투입요소와 출력요소를 대상으로 평

가를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많은 연구들과는 달리 출력지향형

의 분석을 수행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목표수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현재 대

학별로 첨예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전문대학 기관인증평가

의 정량평가항목을 반영하여, 시의적절성 측면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많은 

전문대학과 운영효율을 모색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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