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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매스미디어  신문사의 경 은 인터넷뉴스, 방송 등의 확산으로 인해 신문사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타 매체와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 분석기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국내 매스미디어인 신문발행업의 운  효율성을 평가하여 운 성과 제고를 한 벤치마킹 상 신문

사와 신문사가 개선해야할 투사값을 제시함으로써 효율 인 신문사 운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하고자 한다. 분석을 해 30개 신문발행사을 선정하 으며 평가항목으로는 CCR-O, BCC-O 효율성과 

규모효율성(SE), 규모수익성(RTS)을 심으로 평가하 으며 각각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0개 신문발행

사  CCR-O효율성이 1로 나타난 신문사가 10개, BCC-O효율성이 1로 나타난 신문사가 14개, 규모수익

성분석을 해 3가지 측면에서 분석 해 본 결과로는 규모의 보수증가가 1개 업체, 규모의 보수감소가 16업

체, 규모의 보수불변이 13업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신문발행업체들이 효율 으로 론

티어에 도달하기 한 투사값을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신문발행업의 효율성에 향

을 주는 변수에 한 정확한 이해와 기업경  개선과 련한 효율성  성과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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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anagement of Newspaper developmet of the internet news, broadcasting and free 

newspapers escalated competition between newspaper companies and other media companies as 

well as competition among newapaper companies. This paper analyzes the efficiency of Korean 

Newapaper using DEA model. We evaluate the CCR-O, BCC-O efficiency, SE and RTS of 30 

Newspaper. We also suggest the Newpaper which can be benchmarked based on analyzed 

information. The result shows that ten Nespaper whose values of CCR-O efficiency are 1, and 

Fourteen Nespaper whose values of BCC efficiency are 1. RTS indicates IRS of 1 firms, DRS 

of 16 firms and CRS of 13 firms.To variables on the effectiveness of newspaper publishing 

companies for the understanding and 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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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매스미디어는 신문, 방송, 화, 서  등을 매체로 하

여 에게 정보를 시·공간 으로 이동시켜 주는 매

개물이다. 이  신문은 언론의 역사라 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신문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

깃거리를 추구하며 사회에 한 심속에서 연속 으

로 뉴스를 제공해 주고,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상을 보

여 다. 와 같은 동 상 매체 시 에 신문은 쉽게 

평가 하 할 수도 있지만 신문은 깊이 있고 풍부한 정

보를 자원으로 의 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향력을 행사하는 매체이다[1]. 

매스미디어  신문이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뉴스

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독

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 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인 동시에 문화 인 

커뮤니 이션이다[2]. 이에 독자는 신문의 커뮤니 이

션의 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신문은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뉴스를 이

슈화하여 개발하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으로써 신

문사의 활동의 가로 신문발행업의 이윤을 얻게 된다. 

최근 디지털기술과 정보시스템의 융합으로 인해 인터

넷을 통한 뉴스 달이라는 온라인 신문으로 사업 인 

측면에서 다각화가 이루러 지고 있다. 한 방송산업에 

있어서의 다매체화는 종이신문의 커다란 인 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신문발행업의 경  기에서 

신문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한정된 시장을 두고 

유율이라는 확  경쟁을 벌여야 하는 시 에 지속

인 신문발행업의 성장을 해서 기업 구조의 개편과 특

정 주력 상품으로 독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국내 신문의 경우 기업이 성장하기 해 한국어로 되

어 있는 신문이라는 에서 국외시장을 개척하기에 한

계가 있으며 미디어 경 의 규제정책에 의해 주력 상품

의 다양화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에 유율

이라는 에서 신문발행업의 경 환경을 확 할 수 있

어야 한다[3]. 이는 결과 으로 매경쟁이라는 기업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독자의 의식 변화로 인한 신문구

독에 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신문사

는 효과 이고 효율 인 경 활동을 해 신문경 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국 인 신문발행업

의 경우 략 인 목표의 정의, 민주주의 지향이라는 

목표로 운 이 되고 있으며 지방신문의 경우 지방문화 

 발 과 련한 목표를 설정하고 신문 경쟁력을 유지

해 나가야 한다. 

국내신문은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내기 한 재교

육, 인  충원, 설비의 재투자가 이 지지 않기에 다시 

신문사 기를 래하는 악순환이 이 지고 있다. 이에 

신문사는 독자수를 보다 더 확보하기 해 할인 매, 

경품제공, 구독강요 들을 통한 불공정 행 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책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기

존의 자표포 분석을 이용한 산업별 경 성과의 효율

성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연구  매스미디어 운 의 

에서 신문산업에 한 효율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미

흡하 기에 본 연구에서는 매스미디어 에서의 신

문발행업의 산업을 평가 분석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신문사의 재무데이터를 

심으로 자료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운 성과 제고

를 한 효율성 비교, 분석을 통해 비효율 인 신문발

행업의 참조집합을 제시함으로써 운  효율성측면에서 

효율 인 벤치마킹 DMU 선정과 신문사가 개선해야 할 

투사값 제시를 통해 국내 신문발행업의 운  효율성 제

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 하고자 한다.

Ⅱ. 매스미디어 신문발행업의 운영현황 분석

신문사의 운 에서 매출액이 업활동과 련한 성

과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신문사 수익  측면

에서는 고수익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에 신문사의 구독수에 따라 신문기업은 고수익의 변

동이 일어나며 이는 경 성과와 직 인 연 성을 갖

게 된다. 산업 인 측면에서의 신문사의 기는 매수

입, 고매출액과 같은 경 지표, 구독률과 열독률 등 

독자정량지표, 독자신뢰도와 만족도 등 독자정성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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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문사별 매출액 변동 추이

그림 1. 10대 신문사 종사자수 변동추이

들을 통해 신문이 처한 실을 악할 수 있다. 신문사

의 조직문화와 구조, 신문종사자들의 의식 태도를 통해 

신문사의 기의 정도도 악된다[4]. 

신문발행업이 처한 기의 가장 큰 원인은 신문사들

이 구축한 온라인사이트의 고매출이 기존의 신문구

독료와 고매출 감소분을 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

며 이를 해 비용 감을 시도, 차별화된 양질의 기사 

생산, 미래의 독자를 한 투자의 측면에서의 신 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 다[5]. 이를 해 미디어 환경변

화에 합한 새로운 수익모델의 발굴이 요함을 제시

한다. 한 재 닫힌 수익구조와 높아가는 비용구조하

에 신문산업의 경제  기는 수익구조를 열어 외연

으로 확장하는 략과 비용구조를 낮추는 략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6]. 

한국 고주 회(2010)에 따르면 미디어 이용 행태 조

사서에서 국내 신문 가구 구독률이 2001년 51.3%, 2006

년 34.8%, 2009년 31.5%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30% 가 무 진 29.5%로 나타났다. 신문 별 가구 구독

률(2천9백53명 기 )을 살펴보면, 조선이 9.3%(31.6명)

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앙(7.2%) 동아(5.1%) 매경

(2.0%) 한겨 (1.4%) 경향(1.2%) 스포츠조선(1.1%) 한

국일보(0.9%) 국민일보(0.8%) 부산일보(0.7%) 한경

(0.7%) 매일신문(0.6%) 스포츠서울(0.6%)등의 순으로 

집계 다. 이  각 지방에서 서울지역 종합일간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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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구 구독률이 높게 나타난 지방 신문사는 강원일보

(7.5%) 부산일보(9.3%) 제주일보(9.1%) 등 3곳이 유일

했다[7].

한국언론진흥재단(2010)에서는 10  신문사인 경향

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

보, 앙일보, 한계 신문, 한국일보의 신문사 종사자수

의 변동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냈다[8]. 1998년도부

터 격하게 종사자의 수가 격하게 감소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는 인터넷미디어의 출 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 신문구독자들의 매체선호도가 다양

화되고 범 화 되면서 직 인 신문사의 수익은 종

업원 수의 감소에 향을 주는지, 아니면 종업원의 감

소가 신문사 수익에 향을 미치는지 경 운 의 문제

을 제기한다. 한 신문사별 매출액의 황을 보면 

국일간신문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

으로 경제일간신문, 스포츠신문 순으로 나타났다. 

Ⅲ. 자료포괄분석 개념과 연구모형

자료포 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모형은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효율성 측정방법으로 다수의 투

입요소를 사용하여 다수의 산출요소를 생산하는 DMU

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한 모형이다. Charnes, Cooper, 

Rhodes(1978)는 효율성 개념을 다수의 투입물과 다수

의 산출물이 있는 경우로 확장하여 CCR 모형이라고 불

리는 DEA 모형을 제시하 다. CCR모형은 모든 의사

결정 단 들의 각각의 투입물과 가  합계에 한 산출

물 가  합계의 비율이 1을 과해서는 안되며, 각 투입

요소와 산출요소의 가 치들은 0보다 크다는 제약조건

하에 의해서 상  효율성 평가를 해 최 로 개발한 

모형이다[9].

 CCR 모형은 자료포 분석의 가장 기본  모형으로 

비율모형(Ratio Model), 승수모형(Multi Model), 포락

모형(Envelopment Model)으로 구분된다. CCR비율모

형은 직 인 해석과 이해가 용이하며, CCR모형에 변

수를 취한 것이 CCR승수모형이 된다. 한 선형계획 

모형이기에 모형이 정의될 수 있으며 이 모형

을 CCR포락모형이라고 한다. 산출 심모형의 CCR-O

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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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DMUo 의 투입물 승수 

o, o: DMUo의 투입물과 산출물 벡터

X, Y: 체 DMU들의 투입물과 산출물 행렬

: 가 치 벡터

BCC모형은 CCR모형의 단 을 극복하기 해 개발

된 모형으로써, Banker, Charnes, Coo-per(1984)는 

CCR모형에 의해 DMU의 비효율성의 원인이 규모인지 

기술인지를 규명하지 못하는 단 을 보완하기 해 

DMU에 한 규모의 효율성을 찾기 해서 BCC모형

을 제안하 다[10]. 산출물 심모형인 BCC-O모형은 

산출물 심 CCR모형에   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

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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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Uo 의 투입물 승수 

o, o: DMUo의 투입물과 산출물 벡터

X, Y: 체 DMU들의 투입물과 산출물 행렬

: 가 치 벡터

BCC모형은 규모의 수익 효과를 악하고 이를 기술

효율성에서 분리시킴으로써 규모의 효율성을 제안한 

순수기술효율성을 도출하 다. 이에 규모의 보수증가

(increasing Return to Scale; IRS), 규모의 보수감소

(Decreasing Return to Scale; DRS), 규모의 보수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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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Return to Scale; CRS)을 단한다[11]. 

BCC모형의 효율성 값은 주어진 생산규모에서의 순

수기술효율성을 의미하고 규모의 효율성은 생산규모가 

최 규모의 상태인가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

효율성은 CCR모형의 효율성 값을 BCC모형에서 얻은 

효율성 값으로 나 어 나타낸다. 이 게 나타낸 규모효

율성 값과 기술효율성 값을 비교하여 비효율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으며 효율성 개선을 한 방향을 제시해 다. 

Andersen & Petersen(1993)은 효율 인 DMU들을 

구분하기 한 Super Efficiency모형을 제안하 다[12]. 

이는 평가 상 DMU  효율 으로 평가된 DMU들을 

제외한 나머지 DMU들로부터 구축된 거기술, 즉 생

산 론티어와 상평가 DMU를 비교하여 구한 효율성 

수이다. 따라서 Super Efficiency 값이 커질수록 효율

인 DMU사이에서의 순 가 높아진다. 

자료포 분석에서 참조집합이라는 것은 비효율 인 

DMU의 벤치마킹 상이 되는 효율  DMU를 말한다. 

평가 상의 DMU와 투입, 산출 구조가 비슷한 DMU집

단으로 구성되며 CCR분석과 BCC분석을 통해 비효율

인 DMU로 평가 받은 의사결정 단 가 효율 인 

DMU가 되기 해서는 벤치마킹 상이 필수 이다.

Ⅳ. 매스미디어 신문발행업의 성과평가

1. 성과평가 자료수집 및 변수 선정
자료포 분석 모형은 다수의 산출변수들(Output)과 

다수의 투입변수들(Input)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  

효율성 값을 도출하며 그 과정에서 각각의 산출물 는 

투입 요소에 해 미리 결정된 가 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료포 분석을 이용해 경 효율성을 평가한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스미디어 신문발행

업으로 한정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13][14]. 

본 연구에서는 신문발행업의 경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자료포 분석을 이용한 상  효율성을 산출 심 모

형인 CCR-O모형, BCC-O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상공회의소 

자체 기업정보 포털사이트 코참비즈에서 수집하 다

[15]. 연구 상의 자료범 는 2009년도 매출액 순  30

 이하로 한정하여 추출하 다. 신문발행업의 운  효

율성 분석을 해 자료포 분석기법 활용과 변수선정

에 있어서는 운  효율성 분석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변수를 선정하 다. 

따라서 운  효율성을 분석하기 해 자산, 자본, 상

시 종업원수를 투입변수로 선정하 으며 이유로는 선

정된 변수가 신문발행업의 규모를 나타내기에 하

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신문발행업의 규모와 성과간

의 효율성을 살펴보기 함이다. 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을 경 성과를 나타내기 한 산출

변수로 선정하 다. [표 1]은 30개 신문발행업들의 성과 

평가를 한 투입산출 변수의 기술통계량이 되겠다.

 자산 자본
상시
종업원수
(단 :명)

업
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매출액

최대값 6547 34842 750 219 316 310 3481

최소값 38 608 60 183 500 488 112

평균 1050.43 368.73 305.87 5.47 0.93 1.4 749.77

표준
편차 1499.93 767.77 193.16 69.87 120.14120.34845.20

표 1. 기술통계량                              (단 : 억원)

 

2. 성과평가 분석결과
자료포 분석 모형들  CCR-O모형과 BCC-O모형

을 사용하여 국내 신문발행업의 경 효율성을 평가 하

으며 SUPER-CCR-O모형과 SUPER-BCC-O모형을 

사용하여 업체들 간의 순 를 악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소 트웨어는 상DEA-SOLVER이다. [표 2]를 

통해 효율성 분석결과를 확인 할 수가 있겠는데 2009년

도에 CCR효율성이 1인 신문발행업들은 모두 10개로 

분석되었으며 BCC효율성에서는 14개의 신문발행업들

이 효율 으로 나타났다. 특징 인 것은 CCR효율성이 

1인 경우 순 도 1순 라는 이다. 즉, 효율 인 운

의 결과라는 것을 CCR효율성의 결과로도 확인 할 수 

있다라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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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MU BCC 순 CCR 순
1 ㈜조선일보사 1 1 1 1
2 ㈜중앙일보사 1 1 1 1
3 ㈜동아일보사 0.91 15 0.61 17
4 ㈜매일경제신문사 0.79 20 0.46 23
5 ㈜경향신문사 1 1 1 1
6 ㈜한국경제신문 0.65 23 0.41 27
7 ㈜서울신문사 0.42 30 0.29 30
8 ㈜한국일보사 1 1 0.75 14
9 ㈜한계레신문 0.82 19 0.52 22
10 ㈜문화일보 1 1 0.74 15
11 ㈜국민일보 1 1 0.77 13
12 ㈜헤럴드미디어 0.87 17 0.57 19
13 ㈜내일신문 1 1 1 1
14 ㈜부산일보 0.52 26 0.34 29
15 ㈜스포츠조선 0.60 25 0.42 25
16 ㈜서울경제신문 1 1 0.88 11
17 ㈜머니투데이 0.73 21 0.54 20
18 ㈜포커스신문사 1 1 1 1
19 ㈜메트로신문사 1 1 1 1
20 ㈜세계일보 0.47 28 0.44 24
21 ㈜전자신문사 0.71 22 0.58 18
22 ㈜매일신문사 1 1 1 1
23 ㈜스포츠서울데일리 0.88 16 0.81 12
24 ㈜아시아경제신문 0.84 18 0.70 16
25 ㈜경인일보 0.50 27 0.42 26
26 ㈜강원일보 0.63 24 0.53 21
27 ㈜광주일보사 1 1 1 1
28 ㈜영남일보 0.43 29 0.35 28
29 ㈜제주일보사 1 1 1 1
30 ㈜디지털타임스 1 1 1 1

표 2. 성과평가 효율성

신문발행업의 BCC-O, CCR-O효율성을 [그림 3][그

림 4] 그래 를 통해 정리 해 보았으며 효율성 측정을 

한 수치를 가로축에 DMU를 세로축에 배치하여 신문

발행업  효율 인 론티어 정도를 악하고자 하

다. 이들 그래 를 통해 론티어 상의 효율성 수치가 

1로 나타난 것을 효율 인 론티어에 도달로 가정 할 

수가 있겠다.

한 [표 3]을 통해 상기에서 언 한 30개의 신문발

행업 DMU를 사용하여 각 기업들의 규모효율성(SE), 

규모수익성(RTS)을 심으로 효율성을 분석 해본 결

과 효율 인 운 과 규모의 효율성 측면에서 규모효율

성과 CCR효율은 모두 1로 연 성이 있다라고 명되

었다. 

구체 으로 규모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규모

의 효과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비효율성이 나타난 ㈜한

국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서울경제신문의 경

No. DMU SE RTS
1 ㈜조선일보사 1 CRS
2 ㈜중앙일보사 1 CRS
3 ㈜동아일보사 0.67 DRS
4 ㈜매일경제신문사 0.58 DRS
5 ㈜경향신문사 1 CRS
6 ㈜한국경제신문 0.64 DRS
7 ㈜서울신문사 0.68 DRS
8 ㈜한국일보사 0.75 DRS
9 ㈜한계레신문 0.64 DRS
10 ㈜문화일보 0.74 DRS
11 ㈜국민일보 0.77 DRS
12 ㈜헤럴드미디어 0.66 DRS
13 ㈜내일신문 1 CRS
14 ㈜부산일보 0.65 DRS
15 ㈜스포츠조선 0.70 DRS
16 ㈜서울경제신문 0.88 DRS
17 ㈜머니투데이 0.75 CRS
18 ㈜포커스신문사 1 CRS
19 ㈜메트로신문사 1 CRS
20 ㈜세계일보 0.92 IRS
21 ㈜전자신문사 0.82 DRS
22 ㈜매일신문사 1 CRS
23 ㈜스포츠서울데일리 0.92 DRS
24 ㈜아시아경제신문 0.83 CRS
25 ㈜경인일보 0.84 DRS
26 ㈜강원일보 0.84 DRS
27 ㈜광주일보사 1 CRS
28 ㈜영남일보 0.82 CRS
29 ㈜제주일보사 1 CRS
30 ㈜디지털타임스 1 CRS

표 3.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성 결과

우 규모면에서는 불리한 상황으로 나타났으나 규모효

과의 측면에서는 BCC효율성이 1인 것에 반해 규모효

율성이 각각 0.75, 0.74, 0.77, 0.88로 효율 인 운용이 이

루어 지고 있다는 결과이다. 반면에 운 측면에서는 

CCR, BBC 효율성이 모두 0.5이하라는 결과임에도 ㈜

세계일보, ㈜ 남일보경우 규모효율성 값이 0.92, 0.84

로 나타났다는 것은 운 효율성은 조  조하나 규모

의 효율성측면에서는 효과 인 것으로 단된다.

규모 수익성(RTS)측면에서는 작은 규모임에도 ㈜세

계일보의 경우 규모수익성이 IRS로 나타났으며 규모만 

키운다면 수익성 향상이 기 되는 신문사로 해석 된다. 

한편 규모가 큰 신문발행업들의 경우 규모의 수익성이 

부분 DRS로 나타났으며 이들 신문사들은 규모의 감

량을 통한 수익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과분석에 

따르면 신문발행업들  ㈜조선일보사, ㈜ 앙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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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CC-O모형 효율성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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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OCR-O모형 효율성 그래프

㈜경향신문사, ㈜내일신문, ㈜포커스신문사, ㈜메트로

신문사, ㈜매일신문사, ㈜ 주일보사, ㈜제주일보사, ㈜

디지털타임스가 CCR과 BCC모두 효율 인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참조집합의 빈도에서는 신문발행업  경

효율성 측면에서 [표 4][표 5]를 참고로 2009년 벤치

마킹의 상 기업 빈도를 분석 해 본 결과, CCR에서는 

19회, 15회로 ㈜포커스신문, ㈜디지털타임스가, BCC에

서는 11회로 ㈜경향신문, ㈜포커스신문이 참조집합의 

빈도수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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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U I/O Data Projection Difference %

(주)동아일보사 0.83    
자산 4310 3567.47 -724.53 -17.23
자본 1995 1651.30 -343.70 -17.23

상시종업원수 750 551.40 -198.60 -26.48
영업이익 -122 122.16 244.16 200.13
경상이익 -174 76.95 250.95 144.23
당기순이익 -197 76.13 273.13 138.64
매출액 2648 2648 0 0.00

㈜헤럴드미디어 0.81    
자산 400 323.90 -76.10 -19.02

표 6. 개선 투사값 제시 결과

자본 77 37.99 -39.01 -50.66
상시종업원수 422 310.86 -111.14 -26.34
영업이익 16 16 0 0.00
경상이익 17 19.83 2.83 16.65
당기순이익 17 25.20 8.20 48.25
매출액 520 520 0 0.00

㈜스포츠데일리 0.87    
자산 177 153.11 -23.89 -13.50
자본 101 3.69 -97.31 -96.35

상시종업원수 116 100.34 -15.66 -13.50
영업이익 3 18.47 15.47 515.60
경상이익 2 10.04 8.04 402.04
당기순이익 3 13.39 10.39 346.30
매출액 283 283 0 0.00

㈜아시아경제신문 0.81    
자산 235 189.93 -45.07 -19.18
자본 74 59.81 -14.19 -19.18

상시종업원수 210 92.35 -117.65 -56.02
영업이익 33 33 0 0.00
경상이익 22 24.68 2.68 12.17
당기순이익 28 31.44 3.44 12.30
매출액 160 9 -151 -94.52

CCR모형의 참조기업 빈도수

㈜조선일보 3
㈜중앙일보 2
㈜경향신문 4
㈜내일신문 3
㈜포커스신문 19
㈜메트로신문 7
㈜매일신문 2

㈜디지털타임스 15

표 4. OCR-O모형의 참조기업

BCC모형의 참조기업 빈도수

㈜조선일보 7
㈜중앙일보 4
㈜경향신문 11
㈜한국일보 1
㈜문화일보 4
㈜국민일보 4
㈜내일신문 2
㈜서울경제 6
㈜포커스신문 11
㈜디지털타임스 3

표 5. BCC-O모형의 참조기업

본 연구에서는 [표 6]에서와 같이 국내 신문발행업 

 효율성 값이 0.8이상으로 나타난 ㈜동아일보사, ㈜헤

럴드미디어, ㈜스포츠서울데일리, ㈜아시아경제신문 업

체를 심으로 각 업체가 개선 시켜야 하는 값인 투사

값을 제시함으로써 효율 인 운 의 론티어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기업의 효율성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면 각 신문발행업의 효율 인 론티어에 투사 이

후 확인 할 수 있는 투사값을 알아야 한다는 이다. 

따라서 신문발행업체들이 효율 으로 론티어에 도

달하기 한 투사값을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가지고 

㈜동아일보사부터 분석 해보면, 효율성 개선을 해 ㈜

동아일보사의 경우는 투입물인 자산 17.23%, 자본 

17.23%, 상시종업원수를 26.48% 이고 산출변수의 데

이터가 모두 음수로 되어 있기에 업이익, 200.13%, 경

상이익 144.23%, 당기순이익 138.64%등을 크게 증가시

켜야 한다는 수치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헤럴드

미디어의 경우는 자산 19.02%, 자본 50.66%, 상시종업

원 수 26.34% 감소시키고 경상이익 16.65%, 당기순이

익 48.25%로 증가시켰을 때 효율 인 론티어에 도달

하게 되겠다. ㈜스포츠데일리의 경우는 자산 13.50%, 

자본 96.35%. 상시종업원 수 13.50% 이고 업이익 

515.60%, 경상이익 402.04%, 당기순이익 346.30% 증가

가 요구되며, ㈜아시아경제신문은 자산을 19.18%, 자본

을 19.18%, 상시종업원수를 56.02% 감축시키고 경상이

익 12.17%, 당기순이익 12.30%, 매출액 94.52% 증가를 

통해 효율 인 론티어에 도달 할 수 있다. 기업경  

개선을 해 다른 신문발행업에 비해 상 인 투사 값

을 확인 함으로써 신문발행업의 효율성에 향을 주는 

변수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기업경  개선과 련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성과도 기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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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매스미디어 신문발행업의 경 성과를 평가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효율성

을 산출물 심의 효율성 BCC-O, CCR-O, 순 검정 

Super-Efficiency모형을 도입하 다. 총 30개의 신문발

행업의 효율성 분석, 규모의 수익성, 참조빈도 분석을 

통해, CCR효율성이 1인 신문사 10개와 BCC효율성이 1

인 신문사 14개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규모

수익성에 있어서는 IRS가 1개 기업, DRS가 6개 기업, 

CRS가 13개의 기업으로 분석되었다. 참조빈도가 높은 

효율 인 신문발행업에서는 CCR모형에서 ㈜포커스신

문이 19회, ㈜디키털타임스가 15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BCC모형에서는 ㈜경향신문, ㈜포커스신문이 각 

11회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본 연

구에서는 비효율 으로 운 하고 있는 신문사에게 벤

치마킹 상이 되는 DMU를 구체 으로 제시함으로써 

경 효율성 증  방안에 기여하고자 하 다. 이밖에도 

비효율 인 업체로 분석되었지만 효율성 값이 0.8이상

으로 나타난 신문사에는 효율 인 운 에 필요한 투사

값을 제시함으로써 효율 인 론티어에 도달할 수 있

도록 구체 인 수치도 제시하 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악 된 연구의 한계   향후 연

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 한

계 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신문발행업 들

의 재무자료를 이용한 투입변수, 산출변수를 선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함에 있어 효율성 평가를 한 변수선정

을 재무변수에 국한하여 분석하 기에 실질 인 신문

사 경 효율성 측면에서 경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비재무 인 변수들을 추가하여 비교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다. 그리고 효율 인 론티어상에 도달하

기 한 투사값을 제시하 지만 기업구조환경에 따라 

반 하지 못하는 한계 이 있어 기존구독자와 신규구

독자 간의 만족도의 차이를 통한 경 개선의 방안을 제

시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 인 운  방안의 검토를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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