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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항만 물류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운영하는 입주업체들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인천항과

부산신항 항만 물류배후단지 13개 입주기업을 효율성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투입변수는 투자액, 면적, 종업원 수를 사용하였고, 산출변수

는 물동량과 매출액을 선정하였다. 효율성 분석방법으로는 전통적인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적용하고 이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초효율성 모형과 Super-SBM 모형을 적용하였다. 초효율성 모형의 분석결과, 평균값은 0.777, 표준편차는 0.541로 나타나 각 기업 간 효율

성 점수 차이는 33%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uper-SBM 모형의 분석결과, 평균값은 0.649, 표준편차는 0.489로 초효율성 모형

에서 여분을 고려할 경우 기업 간 효율성 점수 평균이 약 1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의 의미는 비방사형 여분이 존재

하는 DMU의 효율성 점수하락이 평균 13% 정도 됨을 의미한다. 투입요소의 비효율성 분석결과 면적 -33%, 투자액 -33%에 비해 종업원

수의 비효율성이 -45%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 항만물류배후단지, 효율성, CCR, BCC, Super-SBM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resident companies in port hinterland logistics that are currently
operating. The subjects of the efficiency analysis include 13 logistics hinterland resident companies in Incheon Port and Busan Port.
Investment amounts, area, and number of employees were selected as input variables, and volume and sales amounts were selected
as output variables. As for the efficiency analysis methods, traditional CCR and BCC models were applied.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se models, a super-efficiency model and a Super-SBM model were also applied. According to the super-efficiency model analysis,
the mean was 0.777 and the standard deviation was 0.54, indicating an approximate 33% difference of efficiency among the companies.
According to the Super-SBM model analysis, the mean was 0.649 and the standard deviation was 0.489. When considering residuals
in the super-efficiency model,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among the companies decreased by approximately 13%. This means that
the efficiency score decrease of DMU, where non-radial residuals exist at about 18% on average. Examining the inefficiency of the
inputs, the inefficiency of the number of employees turned out to be largest at -45%, compared to ‘area’ at -33% and ‘investment
amount’ at -33%.

Key words : Port logistics Hinterland, Efficiency, CCR, BCC, Super-efficiency, Super-SBM

1. 서 론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및 공급사슬관리(SCM)의 발전으로

국제교역에서 항만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또한 항만 배

후단지의 연관성 및 기능성은 다양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제

시되었다(Kim, 2009, Park and Choi, 2011, Qing and Na,

2013, Seo, 2011).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항만배후단지에

기업입주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이미 항만 배후단

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기업 간 경쟁우위 확보 및 성장을 위

하여 시설, 인력, 장비 등을 투자하고 있으며,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인천항과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간 경

쟁이 심화되고 있다(Jung, 2011, Yi et al., 2014). 항만 배후

단지 입주기업은 한편으로는 물류비용 절감을 달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적규모의 시설, 인력, 장비를 투입해야하

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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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예정된 부산 신항 및 인천 신항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

하게 될 물류기업은 더욱더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며, 이러

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들은 부가가치 물류, 다

국적 물류서비스 수행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운영 효율성 분석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에 입주한 13개 기업에 전통적인 효율성 분석 방법인

DEA-CCR 모형과 DEA-BCC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전통적

인 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초효율성 모형과

Super-SBM 모형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입주기

업의 경영전략 계획 수립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1장에서는 서론을 기술하고, 2장에서는

항만 배후단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투입변수와 산출변

수를 도출한다. 4장에서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고,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을 제시한

다.

2. 선행연구 고찰

최근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은 기존 단순 화물보관의

물류서비스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사업을 위한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항만 배후단지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및 운영 효율성에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였다.

2.1 항만배후단지 효율성 관련 연구

항만 배후단지 효율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ark(2011)은 투입변수로 항만 배후단지 면적, 투자액을 선

정하고, 산출변수로 처리물동량을 지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국제 환경에 맞는 시장 맞춤형 항만 배후단

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및 항만 배후단지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Qing and Na(2013)는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의 경쟁력 향상

을 위해서는 배후단지에 다국적 물류 및 제조 기업을 적극적

으로 유치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공단을 조성하여 비용절감을 도

모해야 하며, 비용절감을 위하여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와 주

변 도시의 교통시설 네트워크를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

다. Qing(2013)은 항만 배후단지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했

다. 투입요소는 선석 수, 항만 배후단지 면적,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수를 사용하였으며, 산출요소는 배후단지 컨테이너

창출량을 선정하였다. 또한, Kyung(2014)은 항만과 항만 배

후단지 특성을 잘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항만의 전

체적인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선석 수, 크

레인 수(C/C), 항만 총면적(부두면적과 배후단지면적의 합

계), 배후단지 입주기업 수를 투입변수로 하고, 컨테이너 총

처리량을 산출변수로 사용하였다.

2.2 항만배후단지 관련 연구

Park and Choi(2001)는 세계 주요 항만들은 물류기능을 고

도화하는 한편 항만 배후단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항

만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

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홍콩, 함부르크, 로테르담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의 거점 항만들은 항만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하면

서 글로벌기업의 물류거점 유치를 이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 항만도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한

된 항만 배후공간을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류공간

및 기능 등으로 고도화하려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Kim(2009)은 항만 경쟁력은 충분한 항만시설과

배후단지 확보를 통한 다국적기업과 물류기업 유치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특히 무역협정(FTA) 등 국가 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항만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지역은 국가 간 경제통합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FTA 성과의 선행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Kim(2009)은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화 전략과 관련하

여 조립, 가공, 포장 등 제조업 기능과 무역, 금융, 보험 등

서비스 지원 기능까지 결합한 항만 배후단지 구축이 중요하

다고 주장 하였다. Yoon(2012)은 항만 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투자조건 기준 완화를 통한 입주기업 부담 감

소, 다각적인 세제지원 제도도입을 통한 국내 및 외국인 투

자유치활동 강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Kim(2009)은 부산 신항은 항만 배후물류단지 부지확보를 위

한 대책이 필요하며 광양항은 광양항 활성화를 통한 국제물

류네트워크 구축, 배후인프라시설 확충, 배후경제규모 발전

등을 통한 허브항 및 중심항으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항만 배후단지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항만배후단지 효율

성 측정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DEA 방식인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적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DEA 모형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초효율성 모형과 Super-SBM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

다.

3.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효율성 분석을 위

하여 DEA 분석기법의 원형적인 모델인 CCR, BCC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CCR, BCC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분석

된 입주업체 간의 효율성 차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초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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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초효율성 분석에서 파악된 효율

성 값에 대하여 비방사형 여분인 비효율성 값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Super-SBM 분석을 적용하

였다.

3.1 초효율성 및 여분기반 초효율성 모형

일반적인 DEA 모형에서 효율성 점수가 1인 의사결정단위

가 다수일 경우,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들의 차이를 구분하

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Anderson and Peterson(1993)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효율성(Supe Efficiency) 모

형을 제안했다. 초효율성 모형은 효율성 점수가 1로 분석된

다수의 의사결정단위 중 초효율성 계산의 대상이 되는 의사

결정단위를 효율적 생산변경(Production Frontier)에서 제외

하여 특정 새로운 생산변경을 생성하고 이를 평가대상 의사

결정단위와 거리를 계산하여 효율성 점수를 계산한다. 이러

한 계산을 통해 초효율성 모형의 효율성 점수는 기존 DEA

모형의 비효율성 측정치와 같고, 1의 효율성 점수를 가지는

의사결정단위의 효율성 점수는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Yang, 2012). 투입지향 초효율성을 분석하는 방법

은 아래 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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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U의 m차원 투입요소벡터

= n차원의 산출요소벡터

= 준거집단내에서 DMU의 산출요소벡터를 산출하기

위한 투입요소 벡터의 비율

= 가중치벡터

= j번째 DMU의 가중치

= non -Archimedean 상수

초효율성 모형은 일반적인 DEA 모형과 달리 1 이상의 효

율성 점수를 가지므로 일반적인 DEA 모형에서 구분할 수

없었던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들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투입산출변수의 여분(slacks)을 고려하

지 않고 효율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변수의 점수가 실행불

능의 무한대로 인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Tone(2001)이 제시한 여분기반 초

효율성(Super Slack-based measure) 모형이며 이를

Super-SBM 모형이라고 한다. Super-SBM을 분석하는 방법

은 아래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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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효율성 측정치


 = DMU의 투입요소

= DMU를 제외하고 만들어진 생산변경 상에 존재하는 투

입요소 벡터

= DMU를 제외하고 프론티어 상에 존재하는 산출요소 벡

터

식(2)에서 각 변수의 여분을 고려하기 위하여


 


 으로 수정한 후, 식을 다시 정

리하면 투입지향 Super-SBM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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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한 컨테이너

취급업체 13개이며,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투입변수는 면

적, 매출액, 종업원 수를 선정했으며, 산출변수는 물동량과

매출액을 선정하였다. 변수선정은 기존 항만 배후단지 효율

성과 관련된 논문을 통해 일차적으로 선정하였으며, 배후단

지에 입주한 업체전문가와의 Indepth-Interview를 통해 최종

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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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CCR and BCC model

DMU CCR BCC SE
Returns

to scale

Reference

group

Reference

counter

DMU1 0.250 0.361 0.693 IRS
DMU2

DMU3
0

DMU2 1.000 1.000 1.000 CRS DMU2 8

DMU3 1.000 1.000 1.000 CRS DMU3 9

DMU4 0.599 1.000 0.599 IRS
DMU3

DMU12
0

DMU5 0.721 0.846 0.852 IRS
DMU2

DMU12
0

DMU6 0.388 0.504 0.770 IRS

DMU2

DMU3

DMU12

0

DMU7 0.488 0.796 0.613 IRS
DMU3

DMU12
0

DMU8 0.732 0.814 0.900 CRS DMU12 0

DMU9 0.354 0.599 0.591 IRS

DMU2

DMU3

DMU12

0

Table 1 Selected variables

Authors
Input

variables

Ouput

variables
DEA model

Park

(2011)

Area,

Investments

Container

volumes

CCR,

BCC

Qing, Na

(2013)

Area,

Facilities

Area,

Investments

Container

volumes

CCR,

BCC

Seo

(2011)

Area,

number of

employees,

Handling

equipments

Container

volumes

CCR,

BCC

Qing

(2013)

Number of

berth, Area,

Number of

companies

Container

volumes

CCR,

Post-DEA

This

paper

Area,

Investments,

Number of

employees

Container

volumes,

Sales

CCR,

BCC.

Super-efficienc

y, Super-SBM

Table 2 Details of variables

Division Year Content Details

Area

(M2)
2014

Warehouse

/ Building

Warehouse, Office

building, Guard building

Yard Freight storage yard

Etc
Landscaping, Parking

lots, etc.

Total Area research

Investments

(one million

won)

2014

Building Warehouse

Structure Yard

Facilities /

Equipment
RACK, PDI, etc.

Etc 　

Total Investment research

Employees

(Number)
2014

Office Management, Office

Field

Etc/Service

Total
The number of people

investigated

Container

volumes

(RT)

2014

Cargo

volume

survey

TEU=16.5톤

Sales

(one million

won)

2014
Sales

Survey

Hinterland operating

revenue

3.3 변수조사

본 연구의 변수는 Table 2와 같이 건축물, 야적장 등 면적

항목과 물류센터 조성 및 운영장비 투자비용 등 투자항목,

사무실 및 현장 종업원 수, 그리고 물동량과 매출액 등의 조

사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인천항 및 부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에 입주한 물류센터 운영관리자(과장급 이상)와 In-depth

Interview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운영현황을 포함

한 서비스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4. 실증 분석

4.1 CCR 및 BCC 모형 분석결과

Table 3은 투입지향 CCR 모형과 BCC 모형의 분석결과이

다. 먼저 수확불변을 가정한 투입지향 CCR 모형의 분석결과,

13개 DMU 중 효율성 점수가 1로 분석되어 효율성이 높은

DMU는 3개로 나타났으며, 10개 DMU는 효율성이 1 미만으

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

석대상 DMU 중 가장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DMU1의 효율성

점수는 0.250으로 분석되어 75%의 심각한 비효율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DMU의 효율성 표준편차의 경

우 0.274로 나타나 각 DMU 간 효율성 격차 평균은 27%로

계산되었다. 투입지향 CCR 모형의 효율성 분석결과의 평균

은 0.628로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가정 아래 약 37%정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투입량을 37%감소하여도 현재의 산출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데이터 특성을 고

려할 때 배후단지 면적, 투자액, 종업원 수 대비 물동량과 매

출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규모에 대한 수확가변하의 순수 기술적 효율성 분석모형인

BCC 분석결과, 13개 분석대상 중에 효율성 점수가 1로 분석

되어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DMU는 5개이며, 8개 DMU의

효율성 점수가 1 미만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CCR 모형 분석결과 비효율적으로 분석

되었던 DMU4와 DMU13은 BCC 모형 분석결과에서는 효율

적인 DMU로 편입되었다. DMU4와 DMU13은 규모의 효율

성을 개선해야 효율성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순수 기술

적 효율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박종민․전준우․여기태

- 511 -

DMU1

0
0.361 0.435 0.830 IRS

DMU2

DMU3

DMU12

0

DMU1

1
0.341 0.653 0.522 IRS

DMU2

DMU3

DMU12

0

DMU1

2
1.000 1.000 1.000 CRS DMU12 9

DMU1

3
0.924 1.000 0.924 IRS

DMU2

DMU3
0

Avg 0.628 0.770 0.792

S 0.274 0.226 0.166

Max 1.000 1.000 1.000

Min 0.250 0.361 0.522

Table 4 Results of super-efficiency and Super-SBM

model

DMU CCR
Super

efficiency
Rank SUPER-SBM Rank

DMU1 0.250 0.250 13 0.206 13

DMU2 1.000 1.356 3 1.196 3

DMU3 1.000 1.421 2 1.198 2

DMU4 0.599 0.599 7 0.482 6

DMU5 0.721 0.721 6 0.491 5

DMU6 0.388 0.388 9 0.295 11

DMU7 0.488 0.488 8 0.441 8

DMU8 0.732 0.732 5 0.444 7

DMU9 0.354 0.354 11 0.309 10

DMU10 0.361 0.361 10 0.274 12

DMU11 0.341 0.341 12 0.333 9

DMU12 1.000 2.172 1 1.938 1

DMU13 0.924 0.924 4 0.825 4

Avg 0.628 0.777 0.649

S 0.274 0.541 0.489

Max 1.000 2.172 1.938

Min 0.250 0.250 0.206

BCC 모형의 효율성 분석결과, 평균은 0.770, 표준편차는

0.2226으로 분석되었으며, 효율성이 가장 낮게 분석된 DMU1

의 효율성 점수는 0.361로 분석되었다. CCR 모형과 비교해

효율성 점수는 평균적으로 14% 증가했으며, DMU 간의 효

율성 점수 평균격차도 5% 정도로 감소했다. BCC 모형의 효

율성 점수가 CCR 모형의 효율성 점수보다 높게 분석된 것은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운영을 변화하여 기술적 효율성을 향

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규모를 조정하여 최적 규모에서

배후단지업체들의 규모 효율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able 3에서 제시된 규모 효율성 점수(SE)는 CCR 모형의

효율성 점수를 BCC 모형의 효율성 점수로 나누어서 계산하

였다. 규모의 효율성 분석결과, 13개 DMU 중에 효율성 점수

가 1로 분석된 DMU는 3개이며, 10개 DMU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의 효율성이 가장 낮게

분석된 DMU는 DMU11로 식별되었다. 규모의 효율성 점수

의 평균은 0.792, 표준편차는 0.166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13개 배후단지업체의 운영이 최적규모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비효율이 평균 21%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효율성, 순수 기술적 효율성, 규모의 효율성을 고려

해서 보면 13개 DMU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약 37%, 순수 기

술적 비효율성이 약 23%, 규모의 비효율성이 약 21% 존재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DMU 원인은 투입변수의 잘못된 운영방식에 따른 순수 기술

적 효율성보다는 적절한 규모로 운영되지 못한 규모의 비효

율성에 원인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DMU의 규모에 대한 수

확가변의 특성은 먼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RS)의 특성

이 나타난 DMU는 4개이며, 이 업체들은 최적의 규모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 9개 업체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

증(IRS)의 특성을 보여 규모를 증대하여 최적규모를 확보해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DRS)

특성을 갖는 DMU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최적규모

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 4개를 제외하고는 배후단지 업체들

이 규모를 증대하여 최적규모를 확대해야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효율적으로 분석된 DMU가 효율적인 DMU가 되기 위하

여 벤치마킹해야 하는 준거집단은 Table 3의 5열과 같다. 준

거집단으로 선택된 DMU는 효율성 분석결과 비효율적으로

선택된 DMU와 상대적으로 근접해있어 가장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DMU이다. 준거집단으로 선택된 DMU의 참조횟수는

효율성이 1로 분석된 DMU들 중에서도 어느 DMU가 효율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DMU3, DMU12는 준거집단으로 9회 참조되어 효율성이

1로 분석된 DMU중에서도 가장 많은 참조횟수를 기록한 것

으로 나타났다. DMU3, DMU12는 비효율적인 DMU들이 효

율성을 향상하는데 가장 많이 벤치마킹한 DMU이므로

DMU3과 DMU12의 운영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4.1 초효율성 및 Super-SBM 모형분석결과

투입지향 초효율성 CCR 모형과 Super-SBM 모형의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초효율성 모형과 CCR 모형을 비교해보면, CCR 모형에서

비효율적으로 분석된 1 미만의 DMU들은 초효율성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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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ference group and reference counter by

Super-SBM model

DMU
Reference group and

weight

Weighted

sum

Reference

counter

Econom

ies of

scale

DMU1
DMU2:

0.529

DMU12:

0.002
0.530 0 IRS

DMU2
DMU12:

0.543

DMU13:

0.599
1.143 8 DRS

DMU3
DMU12:

1.066
1.066 0 DRS

DMU4
DMU12:

0.350
0.350 0 IRS

DMU5
DMU2:

0.363

DMU12:

0.299
0.662 0 IRS

DMU6
DMU2:

0.175

DMU12:

0.414
0.589 0 IRS

DMU7
DMU12:

0.554
0.554 0 IRS

DMU8
DMU12:

0.610
0.610 0 IRS

DMU9
DMU2:

0.369

DMU12:

0.121
0.490 0 IRS

DMU10
DMU2:

0.390

DMU12:

0.285
0.674 0 IRS

DMU11
DMU2

:0.323

DMU12:

0.170
0.493 0 IRS

DMU12
DMU2:

1.890
1.890 11 DRS

DMU13
DMU2:

0.818
0.818 1 IRS

같은 효율성 점수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CR 모

형에서 효율성 점수가 1로 나타난 효율적인 DMU들은 초효

율성 모형에서 1 이상의 효율성 점수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CR 모형에서는 효율성 점수 1을 갖는

DMU들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던 한계를 초효율성 모형에

서는 효율적인 DMU들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며 더 나아

가 이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초효율성 분석결과의 효율성 점수 평균은 0.777로 CCR 모형

의 평균보다 약 15% 정도 상승했다. 표준편차 또한 CCR 모

형보다 약 27% 증가한 0.541로 계산되었다. 초효율성 분석결

과 가장 효율적인 DMU는 DMU12이며 효율성 점수가 2.172

로 분석되었으며, 이어서 DMU3이 1.421, DMU2가 1.3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효율성 점수를 기록한 DMU는

DMU1로 효율성 점수가 0.25이며 이는 CCR 모형의 효율성

점 수와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Super-SBM 모형의 효율성 점수는 초효율성 모형의 효율성

점수와 비교해 대부분 DMU들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대부분 DMU들에서 비방사형 여분이 존재하는 것을 뜻하

며, 이에 따라 효율성 점수가 감소한 것이다(Park, 2010).

Super-SBM 모형의 효율성 점수의 평균은 0.649로 초효율성

모형의 효율성점수 평균 0.541보다 약 13% 정도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의 의미는 비방사형 여분이 존재하

는 DMU의 효율성 점수하락이 평균 13% 정도 됨을 의미한

다.

Table 5는 Super-SBM 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참조 DMU와 규모의 경제를 나타낸다. Super-SBM 모형에

서 참조기관의 가중치 합이 1보다 큰지 혹은 작은지에 따라

DMU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영역인지 또는 수확체감의

영역인지 알 수 있다. 13개 DMU중에 가장 효율적인

DMU12와 DMU2, DMU3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에 있는 DMU

는 이미 최적의 규모를 넘어 운영하는 것이므로 규모를 축소

하여 최적규모를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10개의 DMU는 규모에 대한 수확감소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에 대한 수확감소의 영역에 위치하

는 DMU는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최적규모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5의 참조기관과 가중치를 활

용하여 DMU들이 효율적인 DMU가 될 수 있는 투입 및 산

출양은 Table 6과 같다.

가장 효율적인 DMU로 분석된 DMU12는 투자액, 면적, 종

업원 수를 증가해도 현재 효율성 점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

하다. 하지만 산출변수인 매출액의 비효율성이 -101%가 존

재하여 현재 투입량 대비 매출액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가장 비효율적인 DMU1는 면적, 투자액, 종업원의 활용

모두 75%이상의 비효율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

적으로 투입요소의 비효율성을 살펴보면 면적 -33%, 투자액

-33%에 비해 종업원 수의 비효율성이 -45%로 가장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인천항과 부산항 항만물류 배후단지 공급으로 배후단지 입

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 기업은 시설투자, 인

력 및 장비 확충 등의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향후 부산신항 및 인천신항의 배후단지 입주 물류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심화 될 것이며, 입주기업들은 부가가치 물류,

다국적 물류서비스 수행 등 차별화된 전략을 활용한 경쟁력

제고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배후단지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초효율성 및 Super-SBM 모형을 적

용하여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투입 변수는 면적, 투자액, 종업원 수이며,

산출 변수는 물동량과 매출액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13개

배후단지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전통적인 CCR 모

형과 BCC 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초효율성 모형과

Super-SBM 모형을 적용하였다.

초효율성 모형의 분석결과 평균값은 0.777, 표준편차는 0.541

로 나타나 각 기업 간 효율성 점수 차이는 33%정도 존재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DMU12

로 효율성 점수가 2.172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DMU3이

효율성 점수가 1.421로 분석되었다. DMU12와 DMU3은

CCR 모형의 준거집단으로서 참조횟수가 각각 9회를 기록하

였다. 이는 비효율적인 DMU들이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가장

많이 벤치마킹한 DMU이므로 DMU3, DMU12의 운영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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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djustment of input and output by Super-SBM model

DMU Efficiency Inefficiency

Input variables Output variables

Area

(m)

Investments

(one million

won)

Employees

(Number)

Container

volumes

(RT)

Sales

(one million

won)

DMU1 0.206

Inefficiencies

scale
11,054 2,994 6 206,485 3,956

Inefficiencies

scale %
-75% -76% -88% 0% 0%

DMU2 1.196

Inefficiencies

scale
21,764 5,650 17 577,728 7,460

Inefficiencies

scale %
4% 0% 54% -49% 0%

DMU3 1.198

Inefficiencies

scale
21,101 4,263 19 781,569 7,460

Inefficiencies

scale %
17% 42% -79% -5% 0%

DMU4 0.482

Inefficiencies

scale
6,925 1,399 6 256,493 2,448

Inefficiencies

scale %
-40% -73% -43% 0% 29%

DMU5 0.491

Inefficiencies

scale
13,484 3,247 9 360,000 4,800

Inefficiencies

scale %
-64% -61% -28% 0% 0%

DMU6 0.295

Inefficiencies

scale
11,835 2,642 9 371,250 4,200

Inefficiencies

scale %
-60% -73% -78% 0% 0%

DMU7 0.441

Inefficiencies

scale
10,968 2,216 10 406,250 3,878

Inefficiencies

scale %
-51% -58% -58% 0% 2%

DMU8 0.444

Inefficiencies

scale
12,082 2,441 11 447,500 4,271

Inefficiencies

scale %
-63% -77% -27% 0% 4%

DMU9 0.309

Inefficiencies

scale
10,088 2,569 6 231,994 3,600

Inefficiencies

scale %
-64% -65% -78% 0% 0%

DMU10 0.274

Inefficiencies

scale
13,760 3,341 9 359,970 4,900

Inefficiencies

scale %
-62% -71% -85% 0% 0%

DMU11 0.333

Inefficiencies

scale
10,100 2,505 7 249,995 3,600

Inefficiencies

scale %
-66% -64% -70% 0% 0%

DMU12 1.938

Inefficiencies

scale
39,392 10,677 21 733,376 14,098

Inefficiencies

scale %
99% 167% 15% 0% -101%

DMU13 0.825

Inefficiencies

scale
17,045 4,620 9 317,330 6,100

Inefficiencies

scale %
-7% -20% -25% 0 0%

Avg % -33% -33% -45% -4% -45%

S % 48% 67% 41% 13% 41%

Max % 99% 167% 54% 6% 54%

Min % -75% -77% -88% -4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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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필요가 있다.

Super-SBM 모형의 분석결과, 평균값은 0.649, 표준편차는

0.489로 초효율성 모형에서 여분을 고려할 경우 기업 간 효

율성 점수 평균이 약 13%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감소의 의미는 비방사형 여분이 존재하는 DMU의 효율성

점수하락이 평균 13% 정도 됨을 의미한다. DMU12가 1.938

로 가장 효율적인 DMU로 분석되었으며, 그 뒤로 DMU3이

1.297로 분석되었다. Super-SBM 모형의 참조횟수를 살펴보

면 DMU12가 11회를 기록하여 다른 기업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활용하여 DMU들의 비효율성을 분석

한 결과 면적 -33%, 투자액 -33%, 종업원 수 -45%의 비효

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업원 수를 입주기

업의 화물 특성, 시설 특성, 서비스 특성 등에 맞게 효율적으

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투입요소인 항만

배후단지 면적 부분에서도 비효율성이 -33%로 분석되었는

데 이는 배후단지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층이

아닌 복층 또는 다층구조의 물류센터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투자액 부문의 비효율성 역시 -33%로 분

석되었는데 이는 투입요소인 면적부분 비효율성과 비슷한 이

유로 기존 항만물류의 특성인 건축물의 단층구조 및 단순성

과 범용성을 갖춘 일반적인 건축물 및 시설을 구비하였기 때

문이다. 결국, 투입요소인 면적, 투자액, 종업원 수 등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 내에 조립, 가공 및 냉

장·냉동화물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화된 수출입

화물의 취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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