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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지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이형배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Analysis of the Operation Efficiency and Influence Factors of 

Loc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Housing Facilities of the Severely Disabled in Jeolla Region–

Hyeong-Bae Lee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DEA 모형을 활용하여 전라지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을 수행하
였다. 첫째, CCR 모형을 이용한 2012년의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12개 DMU가 효율적으로 판명되었
고, CCR 평균효율성은 0.85로 전체 DMU의 효율성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DEA 모형의 효율성 영향요인 분
석을 위해서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투입 및 산출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 세부변수의 유의성은 낮았으나, 전체적으로 투입변수는 효율성에 부(-)의 영향력을 보이고 산출
변수는 정(+)의 영향력 경향을 보였으며, 운영효율성에서 종사자수 외의 투입변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은 점은 결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투입변수에 대한 확대보다는 복지 전달체계, 운영환경 및 구조 개선, 프로그램 
보완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장애인복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효율성, DEA, Tobit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operation efficiency and influence factors of housing facilities for the 
severely disabled in Jeolla region by using the DEA model. First, the analysis of efficiency for 2012 was 
carried out using the CCR model. As a result, 12 DMUs were proved to be efficient, and the average 
efficiency of CCR was 0.85, confirming that the efficiency of all DMUs were satisfactory. Second,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iciency of the DEA model by using the Tobit 
model. In this case, the inputs and calculated variable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whereas the efficiency 
as the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the detailed variables had a low significance; the overall input variables 
showed a negative influence while the calculated variables tended to be a positive influence. In terms of 
operation efficiency, there was no meaningful result in input variables besides the number of workers. Instead 
of expanding the input variables, the following should be made for housing facilities of the severely disabled; 
more efforts should be put in to improve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operating environment and 
structure, and the program must be supplement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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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그동안 경제발 과 함께 양

인 확충에 힘을 기울 다. 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

원, 의료비 지원, 경제  부담경감,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외형 인 면에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질 인 면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를 히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한 장애인의 욕구가 주로 의료 

심이었지만 이제는 소득, 교육재활, 심리재활, 사회재

활, 직업재활, 사회  재활에 이르기까지 복합 이고 다

양한 욕구로 변화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사업에 한 변

화가 요구된다[1].

특히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

n)의 논의 이후, 기존의 시설보호 심의 장애인 복지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으며, 그에 따라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의 비 이 증

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거주시설을 심으로 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역시 사회 으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이에 장애인복지 정책의 양  증가 상황 속에서 시설 

운 개선을 통하여 시설운 의 합리화와 투명화, 서비스

의 양질성을 유도함으로써 복지 달체계의 활성화를 도

모하고 사회복지 재원의 효율 인 사용을 유도해야 할 

당 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1998년 개정된 사회복

지사업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을 상으로 3년마다 1회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2]. 하

지만 장애인시설이 장애인의 자활과 삶의 질에 한 장

애인의 욕구에 부응하고, 사회  역할을 달성하기 해 

재 장애인 시설들이 어느 정도 효율 으로 운 되고 

있는가를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특히 장애인 시

설이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받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복지서비스 수혜자와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에 책임성을 기하도록 기 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

과를 제시하는 작업의 요성이 강조된다[3].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한 운

효율성 연구는 무한 실정으로, 복지 분야 반에서 

효율성 평가가 미미한 상황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성

 차원에서 장애인 서비스의 질이나 만족, 달체계를 

분석하는 수 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공  성격이 강하여 효율성 측정이 민간부문에 비하여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공공부문은 액으로 환산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산출을 생산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효율성 측정에 있어 가격이라는 가 치 체계 없이 여하

의 다양한 산출을 결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즉, 공공부문의 경우 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다양

한 투입과 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라 효율성 향상을 한 환류장치가 

제 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측정이 어렵

다는 것은 측정을 하더라도 그 합성이나 공정성을 신

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4].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측정을 해 다양한 측정방법과 항목이 개발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효율성 분석은 함수  분석, 비율분석, 지

수  분석 등에 의해 경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많은 연

구 성과를 달성하 지만, 이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는 기존 측정방법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되고 있다[5].

DEA는 다수의 투입과 다수의 산출의 생산구조에서 

기술  효율성을 하나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고, 각 생산

주체 간에 상  효율성을 측정하므로  기 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리  단 로도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어 가격 정보가 부족한 조직의 효율성 측정을 용이

하게 해주어 공공  성격이 강한 행정이나 교육, 보건 등

의 효율성 측정에 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EA 분석모형을 용하여 장애

인 복지환경을 반 한 라지역 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운 효율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Tobit 모형을 용하여 분석

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보건복지부[6]에 따르면, 2014년 4월말 기  국의 

증장애인 거주시설은 219개소이며, 이들 시설의 입소자

수는 11,347명으로 나타났다. 증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증장애인에

게 주거 지원·요양서비스·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 1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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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한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증장애인들이 생

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히 설치되어야 하고 격리

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실을 심

으로 화장실ㆍ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한,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하여 훈련ㆍ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ㆍ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하며 증장애인의 의료  진

단  치료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진료실, 간호실을 갖추

어야 한다. 이러한 증장애인의 보호조치  어를 

해 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의

사 는 탁의사, 간호사 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양사, 사회재활교사, 시설 리인, 조리원, 생

원 등의 종사자들이 력하여 클라이언트를 어하고 재

활 방향성을 갖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

본 연구의 상은 이들 증장애인 거주시설  라

지역에 치한 증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자료의 유효성

을 고려하여 2012년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자료를 기 으

로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증장애인 거주시설, 즉 장애

인복지법에 의해 증장애인 거주시설에 해당하는 43개 

시설을 상으로 하 다.

DEA 모형을 이용하여 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운 효

율성을 평가하기 해 1개의 산출변수와 5개의 투입변수

를 선정하 다. 산출  투입 변수는 선행연구를 고려하

여 산출변수는 입소자 수를 이용하고, 투입변수는 총수

입, 후원 , 종사자수, 평가등 , 비용을 이용하 다.

효율성 분석의 객 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해 가

능한 공신력이 있는 정부기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

용하 고, 투입  산출 변수의 데이터의 산정기 일은 

2012년 기 으로 확보하 다.

분석기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자료를 심으로, 각 지자체의 

공개자료를 보충 으로 참조하 으며, 최종 으로 산출 

 투입변수 자료의 결손이 없는 43개 시설을 분석 상

으로 선정하 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DEA 모형을 활용하여 증장애인 거

주시설 운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서 Golany and 

Roll[7]이 제시한 DMU 선택 - 투입  산출변수 선정 - 

DEA 모형 용  결과 분석의 3단계 모형을 기 로 하

여, 분석 DMU  변수 선정 - DMU 효율성 평가 - DEA 

모형 타당성 검증으로 이루어진 로세스에 따라 효율성

을 평가하 다.

첫 단계인 분석 DMU  변수 선정에서는 증장애인 

거주시설 효율성 평가를 한 분석 상 DMU의 선정과 

DEA 모형에 필요한 투입  산출변수를 선정하는 단계

이다.

두 번째 단계는 CCR 모형과 BCC 모형을 활용하여 분

석 DMU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DEA 모형을 

통해 분석 DMU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비효율  DMU의 

비효율성의 크기  원인을 악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는 DEA 모형의 효율성 향요인을 확인

하는 과정으로 Tobit 분석을 수행하여 본 연구에서 용

된 변수의 효율성 향요인을 확인하 다.

2.3 변수선정 및 분석방법

DMU의 효율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해서 합한 투

입  산출변수의 선정은 매우 요한 문제이지만[8], 이

런 요성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부분의 DEA 모형 

연구에서 투입  산출변수의 선정과 련된 연구는 부

족한 것이 실이며 변수 선정과 련해서 일반 으로 

용될 수 있는 방법론의 부재로 인해 부분의 DEA 모

형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 연구자의 주  단, 

련 자료의 통계 분석 등을 바탕으로 투입  산출변수

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다[9]. 부분의 DEA 모형을 활

용한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투입  산출변

수를 결정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

율성을 악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선행 문헌 

연구를 통한 변수의 탐색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타 산업분야와 공공  복지분야의 DEA 모형 연구에

서 사용된 변수를 검토하 다. 타 산업에서의 DEA 모형 

선행 연구 검토 결과, DEA 모형을 이용한 부분의 국내

외 연구들은 투입변수로는 자산  종업원 등을 가장 많

이 고려하고 있으며, 산출변수로는 매출액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산출변수로 이익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이익을 최

화한다는 기업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변수로서 종업

원, 자산, 매출액, 이익 등이 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10,11,12,13,14,15].

공공부문의 효율성 연구로는, 고승희[16], 박정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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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완 등[18], Donthu et al.[19], Zaim et al.[20]의 연구

들에서는 성과측정이나 비용을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

진 바 있으며, 사회복지 을 상으로 DEA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들[21,22,23]에서는 주로 인력과 재

정 련 변수를 투입변수로 하고, 복지  이용자수  

로그램을 산출변수로 선정하여 효율성을 측정하 다. 그 

외 여성복지서비스나 증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상

으로 한 효율성 연구[24,25]도 있지만, 부분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효율성의 향요인에 한 분석까지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공공서비스를 상으로 DEA를 사용하여 

상 인 운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들이 있다[26,27,28]. 

이들 연구는 부분 투입요소로는 기 자치단체 내 사회

복지 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수, 련 사회복지

상 인구 비율 등의 인력을, 산출요소로는 사회복지시설 

수, 생활인원 수를 선정했으며, 기타 환경  요인들을 설

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운 에 한 기 자치단체들의 

상  효율성을 분석, 평가하여, 기 자치단체별 효율

인 공공서비스 정책집행을 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

다. 이 외에 간병·가사지원업을 하는 사회  기업의 경

효율성 평가[29] 등의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얻어진 변수는 그동안 많은 

DEA 모형에 많이 사용됨으로써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

은 변수이지만 공공부문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가지는 공

공서비스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변수들뿐만 아니라, 내용  타당성을 보다 확보하기 

하여 장애인 복지 지자체 공무원 3인, 증장애인 거주시

설 리자 3인의 검토의견을 종합한 후 증장애인 거주

시설의 특성을 반 시킬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하 다. 

1단계에서 선행 연구 검토  실무자의 의견을 반 해 

선정된 1차 후보군을 상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자료를 심으

로, 각 지자체의 공개자료 검토를 통해 추출가능한 변수

를 2차 후보군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2차 변수 후보군 

투입변수로는 총수입, 후원 , 종사자수, 평가등 , 비용

을 선정하 으며, 산출변수로는 입소자 수와 입소 기자 

수를 사용하 다. 그리고 2차 후보 변수의 부분효율성 측

정  부분효율성 상 계 분석을 통해서 최종 변수를 

결정하 다. 부분효율성 측정에서 Tofallis의 profiling 기

법을 활용 하 다. Tofallis[30]의 profiling 방법의 목 은 

투입  산출변수의 수에 비해 상 으로 은 수의 

DMU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DMU 순 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기 함이다. 그에 따라 변수 선정 로세스의 마

지막 과정은 부분효율성의 서열상 계 분석을 통해, 

상 계를 악하여 각 변수 간 계를 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  투입변수의 부분효율성  부분효율

성의 상 계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투입변수를 결정하

고, 이후 산출변수의 부분효율성  부분효율성 상

계분석을 수행하여 최종 산출변수를 결정하 다.

효율성 평가의 두 번째 단계는 분석 DMU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며 CCR 모형과 BCC 모형을 통한 효율

성 분석, 비효율  DMU의 비효율성 원인 분석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운 효율성 향요인 분석을 해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산출  투입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Tobit 분석을 실시

하 다. DEA 모형은 산출변수의 산출량에 한 투입변

수의 사용량으로 얻어진 효율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입

변수는 을수록, 산출변수는 많을수록 높은 효율성을 

가지게 되므로 투입변수의 사용량은 DEA 모형의 효율

성에 부의 향(-)을 주어야 하고 산출변수의 산출량은 

정(+)의 향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계는 DEA 모형을 

통해서 얻어진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투입  산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Tobit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확

인 가능하다.

DEA 모형을 통해 도출된 효율성은 0과 1사이의 제한

된 범 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 분포가 항상 일정한 방향

으로 한계 값을 갖는 분포가 된다. 이는 일반 인 회귀모

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정규분포와 다르므로 일반 인 최

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OLS)

을 용할 경우 실제 변수의 향이 과소평가되는 오류

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DEA 효율성 평가의 사후분

석과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 단 회귀분석모델

(censored regression model)인 Tobit 분석을 용하여 

수행하 다.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도구 통계 로그램은 SPSS 

18.0  “R” Extensions 2.8.1 패키지, DEA Excel Solver 

1.0, EnPAS 1.0 로그램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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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3.1 DMU의 일반현황

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운 효율성 분석을 해서 선

정된 43개 DMU의 일반 황을 제시하 다<Table 1>.

Division Period Revenue Donation
Evaluation 

grade

M 15.7 762.4 135.46  A: 11

 B: 16

 C:  9

 D:  7
SD 8.1 487.6 54.74

Division

Number 

of 

Workers

Cost
Number 

of clients

Waiting 

entrance

M 36.0 746.3 76.21 7.84

SD 17.7 384.2 30.90 11.58

<Table 1> Basic Statistics of the Entire DMU
      (Based on 2012, N=43, ￦1,000,000won, Year, Persons)

3.2 투입 및 산출변수의 선정

2차 후보군으로 선정된 변수들에 해서 Tofallis[30]

의 profiling 기법을 활용하여 각 변수의 부분효율성 측정

한 이후 각 변수의 부분효율성의 상 계를 분석하 다.

<Table 2>는 투입변수의 부분효율성을 제시하고 있

다. 투입변수들의 평균 부분효율성은 총수입 0.20, 후원

 0.15, 종사자수 0.54, 평가등  0.30, 비용 0.28로 측정 

되었으며, 산출변수의 부분효율성은 입소자수 0.82, 입소

기자수 0.84로 나타났다.

Divi

sion

Input Variable
Output 

variable

Rev

enue

Dona

tion

Num

ber 

of 

Work

ers

Eval

uati

on 

grad

e

Cost

Nu

mbe

r of 

clien

ts

Wai

ting 

entr

ance

M .20 .15 .54 .30 .28 .82 .84

SD .19 .19 .28 .23 .13 .16 .15

<Table 2> Partial efficiency of the input and 
output variables

이와 함께, 최종 투입변수를 선정하기 해서 부분효

율성의 상 계를 측정하 다. 각 변수들의 부분효율성

의 상 계를 확인해보면, 투입변수들의 상 계 체

로 0.1 - 0.4 사이에 분포하고 있지만, 산출변수인 입소자

수와 입소 기자수의 상 계수가 0.8 이상으로 매우 높

은 상 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상

계는 효율성 평가에 두 변수가 유사한 향력을 미치

는 것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높은 상

계를 보이고 있는 두 산출변수  시설의 운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입소자수를 최종 산출변수로 선

택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수 선정 로세스를 

통해서 투입변수로는 총수입, 후원 , 종사자수, 평가등

, 비용, 산출변수로는 입소자수를 고려하여 증장애인 

거주시설의 효율성을 평가하 다.

3.3 효율성 분석

DMU의 효율성 분석을 해서 CCR 모형과 BCC 모

형을 사용하여 투입  산출 지향 모형으로 각각의 효율

성을 측정하 다.

CCR 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효율

인 DMU의 수는 2012년에 12개 DMU가 효율 으로 측

정되었다. 한 CCR 평균효율성은 0.85로 반 으로 

체 증장애인 거주시설의 효율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BCC 모형의 경우에는 16개 DMU가 효율 으로 분

석되었으며 평균효율성은 0.88로 분석되어 CCR 평균효

율성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CCR 모형은 규모수

익불변(CRS)임을 가정하여 효율  론티어가 원 을 

지나는 직선인 반면 BCC 모형은 규모수익가변(VRS)임

을 가정하기 때문에 효율  론티어가 규모수익불변

(CRS)의 론티어 보다 안쪽에 치하기 때문에 DMU

의 효율성이 상 으로 높게 측된다.

그에 따라 각 DMU의 규모효율성(SE)  규모의 수익

(RTS)을 추정함으로써 비효율  DMU의 생산 규모에 

따른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DEA 모형에서는 CCR 

모형과 BCC 모형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DMU의 규모효

율성(SE)  규모의 수익(RTS)의 추정이 가능하다.

<Table 3>는 각 DMU의 기술효율성(TE)  순수기

술효율성(PTE) 그리고 규모효율성(SE)을 나타내고 있다.

DEA 모형을 통해 CCR 효율성과 BCC 효율성이 모두 

효율 으로 명된 DMU는 기술효율성(TE)과 순수기술

효율성(PTE), 규모효율성(SE)이 모두 1로 동일하게 측

정된다. 그러나 비효율 인 DMU의 경우 규모효율성

(SE)과 순수기술효율성(PTE) 계를 통해 비효율성의 

원인이 투입변수의 기술  결합에 따른 비효율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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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U TE PTE SE
Cause 

inefficiencies

1 .91 .94 .97 PTE

2 .77 .82 .94 PTE

3 .90 .95 .95 PTE

4 .78 .80 .98 PTE

5 .85 .88 .97 PTE

6 .81 .93 .87 SE

7 .82 .84 .98 PTE

8 1.00 1.00 1.00 Efficien

9 1.00 1.00 1.00 Efficien

10 .83 .83 1.00 PTE

11 .74 .83 .89 PTE

12 .79 .83 .95 PTE

13 .58 .61 .95 PTE

14 .88 .91 .97 PTE

15 .63 .64 .98 PTE

16 .65 .86 .76 SE

17 .77 1.00 .77 SE

18 1.00 1.00 1.00 Efficien

19 .97 .97 1.00 PTE

20 .98 1.00 .98 SE

21 1.00 1.00 1.00 Efficien

22 1.00 1.00 1.00 Efficien

23 1.00 1.00 1.00 Efficien

24 .53 .63 .84 PTE

25 .83 .84 .99 PTE

26 .80 .80 1.00 PTE

27 .74 .75 .99 PTE

28 .43 .46 .93 PTE

29 1.00 1.00 1.00 Efficien

30 1.00 1.00 1.00 Efficien

31 .77 .78 .99 PTE

32 1.00 1.00 1.00 Efficien

33 1.00 1.00 1.00 Efficien

34 .65 .71 .92 PTE

35 .99 1.00 .99 SE

36 .54 .59 .92 PTE

37 1.00 1.00 1.00 Efficien

38 .93 .95 .98 PTE

39 .88 .89 .99 PTE

40 .89 .89 1.00 PTE

<Table 3> Each DMU of TE, PTE, SE

41 .82 .83 .99 PTE

42 .81 .93 .87 SE

43 .85 .87 .98 PTE

M .68 .75 .90

운  규모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인지를 악할 수 

있다. 를 들어, DMU 1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2년 기술

효율성(TE)은 0.91로 분석되었으며, 순수기술효율성

(PTE)은 0.94, 규모효율성(SE)은 0.97이다. 이 경우 

DMU 1의 규모효율성(SE)이 순수기술효율성(PTE)보다 

크게 측되어, DMU 1의 비효율성 원인은 생산과정에

서 나타나는 투입변수의 비효율성으로 단할 수 있다. DMU  RTS

1 2.03 DRS

2 .94 IRS

3 1.45 DRS

4 1.02 DRS

5 .97 IRS

6 5.92 DRS

7 .97 IRS

8 1.00 CRS

9 1.00 CRS

10 1.09 DRS

11 3.55 DRS

12 4.07 DRS

13 1.74 DRS

14 .96 IRS

15 2.11 DRS

16 5.00 DRS

17 1.54 DRS

18 1.00 CRS

19 1.00 DRS

20 .88 DRS

21 1.00 CRS

22 1.00 CRS

23 1.00 CRS

24 .85 IRS

25 1.02 DRS

26 1.01 DRS

27 1.03 DRS

28 2.41 DRS

29 1.00 CRS

30 1.00 CRS

31 1.07 DRS

32 1.00 CRS

33 1.00 CRS

34 .81 IRS

35 1.29 DRS

36 .67 IRS

37 1.00 CRS

38 .95 IRS

39 1.08 DRS

40 .96 IRS

41 .96 IRS

42 .95 IRS

43 .90 IRS

계

DRS Number 20

CRS Number 12

IRS Number 14

<Table 4> Revenue of the Scale of the 
Individual D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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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Table 4>은 CCR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각 DMU의 규모의 수익(RTS)을 제시하고 있다.

규모 수익은 




에 의해 추정할 수 있으며, 




=1인 

경우, 규모수익불변(CRS),




<1이면 규모수익체증

(IRS), 




>1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인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체 인 추세를 봤을 때 규모수익체증(IRS)인 DMU

의 증가 폭 보다 규모수익체감(DRS)인 DMU의 수의 증

가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수익체감(DRS)인 

DMU의 경우 투입변수의 증가분보다 산출변수의 증가분

이 더 낮기 때문에 투입변수에 한 확 보다는 달체

계와 운 환경  로그램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

로 단할 수 있다.

3.4 운영효율성 영향요인

DEA 모형은 산출변수의 산출량에 한 투입변수의 

크기를 통해 얻어진 효율성을 사용한다. 즉 투입변수의 

사용량이 을수록 산출변수의 산출량이 많을수록 높은 

효율성을 가지게 되므로 투입변수는 DEA 모형의 효율

성에 부(-)의 향을 주고 산출변수는 정(+)의 향을 주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는 DEA 모형을 통해서 얻어

진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투입  산출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는 Tobit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Table 5>는 Tobit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체 으로 투입변수는 효율성에 부(-)의 향, 산출

변수는 정(+)의 향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각 변

수의 개별 으로는 투입변수인 종사자수 외에는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DEA 모형은 산출변수의 산

출량에 한 투입변수의 사용량으로 얻어진 효율성을 사

용하기 때문에 투입변수는 을수록 산출변수는 많을수

록 높은 효율성을 가지게 되므로 투입변수의 사용량은 

DEA 모형의 효율성에 부의 향(-)을 주어야 하고 산출

변수의 산출량은 정(+)의 향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효율성 향요인 분석결과는 종사자수를 제외한 

투입  산출변수가 효율성에 한 향력을 설명하기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음을 의미하는 결과이지만, 체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p<.001), 효율성 향요인의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Variable Coefficient SE b/SE p

Constant .9559 .6168E-01 15.498 .0000***

Revenue -.8353E-04 .4547E-04 -1.837 .0662

Donation -.1768E-04 .1356E-04 -1.304 .1927

Workers -.4689E-02 .2389E-02 -1.963 .0497*

Evaluation 

Grade
-.2629E-03 .1484E-03 -1.772 .0764

Cost -.1127E-03 .9631E-04 -1.171 .2417

Clients .1339E-03 .8556E-04 1.565 .1175

 *p<.05, ***p<.001

<Table 5> Tobit Analysis Result

4. 결론 

본 연구는 DEA 모형을 활용하여 라지역 증장애

인 거주시설의 운 효율성 분석을 해 변수 선정, 효율

성 평가, 비효율성 원인 분석, Tobit 모형을 이용한 효율

성 향요인의 검증으로 이루어진 분석 차에 따라 연

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증장애인 거주시설의 효

율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축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에 사용될 투입  산출변수의 선정을 해

서 선행 연구 - 문가 검토 - 부분효율성분석 - 부분효

율성 상 계분석으로 구성된 변수 선정 로세스를 통

해, 총수입, 후원 , 종사자수, 평가등 , 비용을 투입변수

로 사용하 으며, 입소자수를 산출변수로 선정하 다.

둘째, CCR 모형을 이용한 2012년의 효율성 분석을 수

행하 으며, 그 결과 12개 DMU가 효율 으로 명되었

고, CCR 평균효율성은 0.85로 반 으로 체 DMU의 

효율성이 양호함을 확인하 다. 한 BCC 모형의 분석 

결과는 16개 DMU가 효율 으로 측정되었으며 평균효율

성은 0.88로 악되었다.

셋째, DEA 모형의 효율성 향요인 분석을 해서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투입  산출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효율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

며, 그 결과 세부변수의 유의성은 낮았으나, 체 으로 

투입변수는 효율성에 부(-)의 향력을 보이고 산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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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의 향력 경향을 보여, 연구설계상의 방향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의 

의미로 볼 때, 양  확충에서 벗어나 질  운 개선으로 

발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장

애인 복지시설은 투입변수에 한 확 보다는 수혜자 

심의 복지 달체계 구축, 시설의 운 환경  구조의 합

리화와 투명성 확보, 차별성과 실효성이 있는 어서비

스 로그램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운 효율성에서 투입변수

인 종사자수에 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은 다른 

의 시사 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증장

애인 거주시설의 주요 복지서비스가 생활 착형 어서

비스인 을 감안할 때 재 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충

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련 문인력의 양성과 확충  이에 한 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거주형 복지시설에서의 

충분하지 못한 인력은 종사자의 직무성과를 낮춰 서비스

의 질을 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인권침해 등 각종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

로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장애인복지의 흐름은 

“시혜에서 권리로”,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공공부조에

서 사회서비스로”, “공 자 심에서 소비자 심으로” 

인식 , 실천  그리고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 반에 걸친 

상황  변화는 수요자 심의 원칙과 권리지향 인 측면

을 강조하면서, 서비스의 질  수 의 향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복지의 반  향상에 정 인 효과

를 주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을 

한 복지기 , 문인력, 정부 산 등의 장애인복지 자원

이 양 으로나 질 으로 부족하고 수 도 미흡한 상황이

다. 한 장애인복지 련 기 의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

하고 획일 이고 복 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 기

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하고 기 의 문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장애 특성과 욕구에 근

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게

다가 장애인 생활거주시설을 포함한 비 리조직은 사회

복지서비스 달체계 내에서 필수 인 요소로 인식되지

만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있어서 효과 이지 못하며, 때로는 운 의 비효

율성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비 을 받기

도 한다. 이와 같은 비 은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공  

주체들에게 사회복지사업에 한 책임성, 운 의 투명성, 

효과 인 서비스 제공, 그리고 효율 인 조직 리를 요

구하게 되었고, 이는 조직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객 인 자료를 토 로 장애인 복지

시설의 운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상  효율성을 악

하기에는 유용하 지만, 수혜자의 욕구나 선호, 만족도, 

시설의 역량이나 달체계, 조직성과 등의 비재무  측

면과 로그램 실  등의 2차  산출물을 포함하지는 못

하고 있다는 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 효율성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은 이러한 본 연구에서 고려한 투입변수 

외에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요인들을 다양

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이상

의 한계 에 한 연구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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