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국가가 댐을 건설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통하여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보급하는 것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주민

을 위한 상수도 보급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으로 지방자치

법에서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제9조 제2항 제4호 자

목)를 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 내지 자치 사무로 규정하고 있

다.1) 이에 따라 수도 사업의 수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

1) 자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자치 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헌법과 법률이 달리 규정

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전권한성과 자기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서 주민의 복리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모든 사무가 자

치 사무 내지 고유 사무에 속한다(Ho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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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iciency of local waters in Chungnam. The Statistics of Waterworks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analyzed by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is a relatively data oriented approach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 set of peer entities called decision making units which convert multiple inputs into multiple outputs. It was possible 

to obtain significant results on the regional efficiency of local waters in 15 regional, the causes and degree of their inefficiency and what 

areas one could refer to.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iciency of Gun regional was insufficient, and it was found that an improvement 

policy was needed to improve productivity.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entire local waters operation in Chu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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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DEA를 적용하여 충청남도 기초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DEA는 여러 종류의 투입 요소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의사결정조직들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형계획법의 하나이다. 

분석 결과, 충남 15개 시·군 중 CRS 모형에서 7개, VRS 모형에서 8개 지역이 효율적인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효율적이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 비효율의 원인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주로 군 지역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추정되어 생산

성 향상을 위한 개선 정책이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충남 지역 지방상수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의사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심용어: 지방상수도, 자료포락분석, 효율성,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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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지방 직영 기업의 형태로서 상수도 

사업을 운영해 왔다. 161개 지방자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

영하다보니 각 지역에 따라 요금이나 상수도 보급률, 서비스

에 대한 수준도 다른 상황이다. 

2018년 전국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7%2)로 대부분의 국민

이 상수도 보급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특·광역시 상수도 

보급률은 99.7%에 이르고 있지만, 도 단위 광역지차체인 제

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은 90%에 미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상수도 보급 현황

이 가장 열악한 곳은 충남 지역으로, 도서 지역이나 산지 지역

이 많아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되는 전라남도 및 

강원도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충남 

지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청양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4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면 지역 평균 상수도 보급률 

77%와 비교하여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지방상수도 ㎥당 평균 단가(요금) 수준도 지역에 따라 큰 차

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국 평균 요금은 ㎥ 

당 736.9 원이었으나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569.3

원/㎥과 566.4 원/㎥으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반면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의 평균 요금은 각각 1,010.7원/㎥, 

952.4 원/㎥, 895.4 원/㎥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한편 이

들 지역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원가는 더욱 높

아 요금현실화율은 64%에 불과하였다. 전국 평균 요금현실

화율 80.6%와 비교하였을 때 15% 이상 낮은 상황이다. 특히 

충남 군 지역 요금현실화율은 41.8%에 불과한 실정으로 급수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상수도 운영 및 관리에 더 큰 어려

움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충남 지역의 지방상수도 상황이 열악

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충남의 2018년 1인당 지역 소

득은 전국 평균(36,913 천 원)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40,011 

천 원)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에 있으나 낮은 상수도 보급률과 높은 수도 요금 등 물 복

지 측면에서는 열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충남 지역은 상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래 환경도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이미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하여 물 공급 중단 위기를 맞은 바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뭄 발생 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단 상수도 

정책만이 아니라 물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상수도 시설의 경영 

효율화와 연계한 물순환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

고 있다. 또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도 충남 지역의 지방

상수도 여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본 연구에서 상수도 보급률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지역의 지방상수도 사업을 대

상으로 각 지역별 수도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비교 평가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

용되는 기법은 효율성 평가에 주로 이용되는 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을 적용한다. DEA는 

여러 종류의 투입 요소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산출물을 생

산하는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Decision making 

unit: DMU)들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선형계획법이다. 충남 15개 지역의 지방상수도 효율

성 분석을 위해 상수도통계를 중심으로 투입과 산출 변수를 

선정하고, 분석 기간은 특정 연도에 투입된 비용 및 생산된 산

출물의 편차에 따른 편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년(2016- 

2018년)도 평균 자료를 사용한다. 충남 지역만을 대상으로 효

율성을 분석하면 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지자체 수준

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결정단위로 전국 평균을 추가

하여 상대적인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그 동안 국내에서 수도부문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많

이 진행되어 왔다. 주로 지방공기업 평가를 대상으로 받는 지

방자치단체에 한정하거나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지

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

었다(Yoo, 2002; Lee, 2004; Won, 2010; Yoo, 2013; Yoo, 

2014; Choi and Cho, 2014; Park and Kim, 2014 등). 반면 지방

상수도 현황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상수도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

다. 따라서 강원도나 전라남도와 비교하여 경제적 여건이나 

상수도 서비스를 위한 지리적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보급률이 최저 수준인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효율

성 분석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

는 충남 지역의 지방상수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충

남 지역의 상수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

장에서는 충남 지역 상수도의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DEA 효율성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요

약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모형과 자료, 

그리고 추정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 할애한다. 

2. 충남 지역의 지방상수도 현황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 주체로서 관할 지역 

주민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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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1에 2018년도 충남 지역의 지방

상수도 주요 통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018년 충남 지역의 

인구는 219만 명 가운데 89.8%에 해당하는 197만 명이 상수

도 보급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군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79.7%로 광역지자체 군 지역 가운데 경상남

도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으며, 시 지역은 92.5%로 시 지

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수도 보급

률과 비교해 볼 때 충남 지역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충남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원인 중의 하

나는 도시화율의 영향도 있다. 충남 지역의 도시화율은 2018

년 기준 70%에 가까운데 이는 전라남도와 함께 전국 최저 수

치이다. 다시 말하면 충남 지역의 30% 이상이 비도시 면적으

로 농촌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상수도 보급에 한

계가 존재하고, 상수도 보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생산 원

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수돗물 총생산량 중 요금으로 징수되는 물의 양을 의미하

는 유수율도 충남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일반적으

로 유수율이 높으면 공급 과정에서 수돗물의 손실이 적어 생

산량 감축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원수구입비, 약품비, 동력

비 등 각종 제반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상수도의 경영 효율성

이 좋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수율 측면에서 충남 지역

(79.7%)은 전국 평균(84.9%)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효율적인 

수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충남 지역의 낮은 

유수율은 높은 생산 원가와도 관계가 있다. 전국 평균 상수도 

생산 원가는 ㎥당 914 원인데 충남 지역은 1.5배인 1,410.5 원

으로 단위 생산량에 요구되는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군 지역의 생산 원가는 ㎥당 2,141.3 원으로 전국 평균

과 2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충남 지역은 높은 생산 원가에도 불구하고 요금현

실화율은 낮게 형성되어 있어 적절한 상수도 서비스를 기대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아산시 및 계룡시를 제외한 

13개 기초지자체가 생산 원가의 80%에도 미치지 못한 채 수

Table 1. Key state of water supply in Chungnam (data in 2018) 

Population (103 Person) Water use(106 m3) Unit Cost (won/m3) Pipe length (103m) Finance

independent 

ratio 

(%)
Total 

Population 

served*

(Supply ratio, %)

Water

Supply

Revenue Water

(ratio, %)

Average 

tariff 

Total unit Cost 

(Recovery rate, %)
Total

Aging pipe

(ratio, %)

CheonanSi 666 643 (96.5) 84.2 71.9 (85.4) 766.7 1,110.0 (69.1) 2,065 641 (31.0) 45.0

KongjuSi 110 91 (82.7) 12.0 9.4 (78.5) 774.7 1,839.0 (42.1) 835 137 (16.4) 26.6

BoryengSi 105 88 (84.1) 15.1 9.0 (59.4) 1,113.3 1,856.5 (60.0) 1,145 290 (25.3) 25.0

AsanSi 330 320 (97.0) 45.0 38.2 (84.8) 865.1 983.6 (88.0) 1,577 506 (32.1) 48.8

SeosanSi 179 172 (96.4) 20.7 17.2 (83.4) 1,198.3 1,607.7 (74.5) 2,753 109  (4.0) 39.1

NonsanSi 124 102 (82.0) 13.7 11.6 (84.9) 1,236.5 1,598.2 (77.4) 1,191 122 (10.3) 19.2

GyeryongSi 44 43 (97.0) 5.6 4.8 (85.4) 910.6 1,120.2 (81.3) 124 71 (56.7) 27.2

DanjinSi 174 143 (82.5) 18.0 15.1 (84.0) 915.7 1,305.3 (70.2) 1,590 325 (20.4) 34.2

GeumSanGun 55 44 (79.2) 6.8 5.4 (80.3) 741.2 2,123.0 (34.9) 780 122 (15.7) 22.3

BuyeoGun 69 57 (82.4) 8.2 4.8 (58.6) 842.0 2,182.8 (38.6) 1,023 160 (15.6) 28.7

SeoCheonGun 55 45 (82.0) 7.1 5.1 (71.6) 1,021.0 2,149.2 (47.5) 758 136 (17.9) 17.4

CheongyangGun 33 16 (47.7) 2.2 1.3 (60.9) 817.0 1,760.0 (46.4) 179 46 (25.7) 18.3

HongsungGun 103 94 (90.5) 11.5 8.7 (75.7) 870.1 1,938.0 (44.9) 1,313 50 (3.8) 20.8

YesanGun 82 57 (69.5) 10.2 5.8 (56.5) 893.5 1,446.3 (61.8) 756 268 (35.5) 18.7

TaeanGun 65 56 (87.4) 9.1 6.2 (68.8) 1,023.9 3,125.0 (32.8) 749 9  (1.2) 22.1

Chungnam 2,195 1,971 (89.8) 269.2 214.5 (79.7) 895.4 1,410.5 (63.5) 16,838 2,992 (17.8) 44.7

Chungnam (Si) 1,731 1,601 (92.5) 214.3 177.2 (82.7) 895.3 1,256.7 (71.2) 11,280 2,201 (19.5) 35.9

Chungnam (Gun) 463 369 (79.7) 54.9 37.3 (67.9) 895.6 2,141.3 (41.8) 5,558 791 (14.2) 21.7

Nationalwide 53,073 51,499 (97.0) 6,655.8 5,651.6 (84.9) 736.9 914.3 (80.6) 211,771 69,596 (32.9) 54.3

  Notes : Exclude by Village and Small Water Supply Facility

Source : ME (2019) 2018 Statistics of Waterworks 

MOIS (2020) Local finance intergated open system, accessed 19 Jun 2020,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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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충남 지역의 상수도 공급 여건이 열악

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생산 원가에도 미치는 못하

는 수도 요금은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유지하

기 위한 투자에 대한 부족을 일으키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

리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적절한 시기에 노후관로 

개량이나 대체를 하지 못하면 상수도 누수로 비효율적인 수도

서비스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노후한 시설로 인해 수돗물 공

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발생한다. 

그러나 수도사업장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

악하기 때문에 수도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

기 쉽지 않다. 2018년 결산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4.3%에 이르고 있지만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44.7%이고 군 

지역과 시 지역은은 각각 21.7%와 35.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급수 인구가 규모가 작고 재정이 영세한 지

자체에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현실은 

충남의 지방상수도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충남 

지역의 상수도 운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2015년 11

월에는 보령댐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18.9%를 기록함에 따라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등 가뭄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고갈, 하천 건전화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악

화 등의 다양한 문제가 야기된 바 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일부 지역은 인구 소멸에 대한 리스크 때문

에 재정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해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충남 지역의 지방상수도 운영은 재정 

및 보급시설 등에서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방법론

3.1 효율성 측정 방법론

Farrell (1957)은 효율성3)의 개념을 기업이 생산 가능 집합

의 프런티어(Frontier)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로 정의하였

다. 이러한 이유로 효율성을 추정하는 방식을 프런티어 접근

법이라고도 한다. 효율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인 DEA는 공공분야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여러 분야에 

두루 이용되고 있다. DEA는 기업이나 비영조직 같은 의사결

정단위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비모수

적 방법론이다. DEA의 목적은 모든 실측치들이 생산 경계

(Production frontier)와 그 이하에 놓이도록 하는 비모수적 포

3) 효율성(efficiency)은 조직이 사용한 투입 요소의 사용량에 대한 

산출물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한다(Kim et al., 2007)

락 경계(Envelope frontier)를 찾아, 그것으로부터 떨어진 거

리 정도를 이용하여 각 의사결정단위의 상대적 효율을 측정하

는 것이다. DEA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는 복수의 투입과 산출

을 갖는 시스템의 상대 효율을 별도의 가중치를 계산하지 않

고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투입과 산출 요소의 측정 

단위를 동일한 단위로 통일할 필요가 없이 각 요소의 측정 단

위가 서로 달라도 효율성 측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투입과 산출에 대한 화폐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에서도 

유용한 평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수

도서비스와 같이 비계량적 가치가 존재하는 공공 부분의 상대

적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용이하다.

DEA가 Farrell (1957)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래 Charnes 

et al. (1978)가 비영리 조직과 같은 개별 조직의 상대적 효율성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시작으로 Färe and Grosskopf (1983), 

Banker et al. (1984), Byrnes et al. (1984)에 의해 발전되었다.

CCR 모형으로 불리는 Charnes et al. (1978)의 연구는 조직

이 복수의 산출 요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투입 요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CCR 모형에서는 생산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정

한다. 한편, BBC모형으로 불리는 Banker et al. (1984)은 경영 

규모에 기인한 비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 규모 수익 가변

(Variable returns to scale: VRS)의 상태를 가정한 모형을 제안

했다. 즉,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규모의 효과(Effect of scale)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모형과 규모에 대

한 수익 가변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Coelli, 1998; Cooper 

et al., 2006). 여기서, CRS는 투입 및 산출 규모에 대하여 불변

을 가정하는 반면, VRS 투입 규모의 변화에 따라 최대 산출 가

능량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추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CCR 모

형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을 의미하는 CRS 모형, BCC 모형

은 규모에 대한 수익 가변을 의미하는 VRS 모형이라고 불린다

(Bogetoft and Otto, 2011). 

Fig. 1은 CRS 모형과 VRS 모형을 묘사한 것이다. 기본적으

로 CRS 모형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을 가정하므로 일차함

수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이 일

정하게 나타난다. 반면, VRS 모형은 규모에 대한 수익 가변을 

가정하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 구간과 체증 구간이 혼합

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초반에서는 투입에 따른 초기의 상

승이 어느 일정 시점을 지남에 따라 상승이 둔화됨을 의미한다. 

가장 효율적인 조직은 생산 프런티어 곡선 상에 있는 조직

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일수록 생산 프론티어 곡선 아래 위치

하게 된다. 따라서 Fig. 1에서 A, D번 조직은 CRS에서는 비효

율이 발생하지만, 규모의 경제 효과를 고려하는 VRS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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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B번 조직

은 효율성 값 1을 달성하는 벤치마킹 대상인 C번 조직과 비교

하여 투입 규모 크기에 기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

이다. 이와 같은 경우 투입 규모의 증대를 통해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며, D번 조직은 규모에 비해 과다 투입에 기인한 비효

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투입 규모의 감축을 통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규모의 효과 여부에 따라 DEA는 CRS 모형과 

VRS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투입 최소화 혹은 산출 최

대화에 따라 투입 지향적 모형과 산출 지향적 모형으로 접근

할 수 있다. 투입 최소화를 가정하는 투입 지향적 모형은 평가

대상이 되는 조직의 산출이 고정되었을 때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투입 요소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 가를 파악한다면, 

산출 지향적 모형은 평가대상이 되는 조직이 사용하는 투입물

의 수준이 주어졌을 때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산출 수준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지가 핵심적인 관심 사항이다(Ko, 2017).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는 투입 요소간의 최적 배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유의할 것

이라고 판단되어 CRS과 VRS모형을 적용하여 충남 지역 지

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한다. CRS 모형과 VRS 

모형을 수리적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1.1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CRS) 모형 

Charnes et al. (1978)이 제안하고 있는 CRS 모형은 Eq. (1)

과 같다. 

min   (1)

st          ≧ ,  ≧ ,  ≧ 

여기서 는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의 모든 투입 요소

에 적용된 비례적 감소를 나타내는 변수, 는 비효율적 조직

의 투입 산출 요소에 대한 효율적 조직들의 가중치, 

(    ··· )는 조직 가 사용한 투입 요소, 는 조직 

에 의해 생산된 산출 요소, 는 ×투입 요소 행렬, 그리고 

는 × 산출 요소 행렬을 각각 의미한다.

Eq. (1)을 계산한 후 투입 요소 잔여 값(Input slack value)와 

산출 요소 잔여 값(Output slack value)는 Eqs. (2) and (3)과 

같이 구한다.

     (2)

 

     (3)

여기서 는 투입지향적 효율성 점수의 최적 값(Optimal 

values)을 와 는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에 각각 대응하는 

잔여 변수(Slack variables) 벡터를 의미한다. 

3.1.2 규모에 대한 수익 가변(VRS) 모형

Banker et al. (1984)는 CRS 모형에서 가정하는 규모에 대

한 수익 불변의 가정을 완화한 VRS 을 제시하였다. VRS 모형

에서는 규모의 수익 불변 가정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투입 요

소의 증가에 따라 산출이 비례적으로 체감 또는 체증하게 된

다.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은 기업이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수

평인 부분이라는 제약조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Banker 

et al. (1984)은 DEA모형을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으로 확장

한 것이며, 이 경우의 수리계획문제는 CRS 선형계획 문제에 

볼록성의 제약조건(Convexity constraints)을 부과함으로써 

규모에 대한 수익 가변 모형으로의 변환이 가능하게 된다. 즉, 

VRS 모형에서는 CRS 모형의 제약조건에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는 볼록성, ′  가 추가된다. CRS 모형의 효율성 측

정치를 VRS 모형의 효율성 측정치로 나눈 값을 규모의 효율

성(Scale efficiency: SE)으로 정의한다. 규모의 효율성 값이 

1보다 작으면 현재의 투입-산출 조합이 규모의 효율성을 최대

한으로 달성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min    (4)

st        ≦ ,  ≧ ,  ≧ , ′         

위 식에서 Eq. (1)과 같이 는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의 모든 투입 요소에 적용된 비례적 감소를 나타내는 변수, 

는 각 조직의 잠재가격으로 비효율적 조직의 투입산출 요소

에 대한 효율적 조직들의 가중치, 는 조직 가 사용한 투입 

Fig. 1. CRS and VRS front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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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벡터를, 는 조직 에 의해 생산된 산출 요소벡터를, 는 

×투입 요소행렬을, 그리고 는 × 산출 요소행렬을 

각각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는 의 전치벡터이다. Eq. (4)을 

계산한 후 투입 요소 잔여 값과 산출 요소 잔여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5) 

     (6)

3.2 선행연구분석 

수도사업 분야의 효율성을 DEA를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

는 Yoon and Won (1996)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

다(Yoo, 2002; Lee, 2004; Won, 2010; Yoo, 2013; Choi and 

Cho, 2014; Park and Kim, 2014; Yoo, 2014 등). DEA를 이용

한 효율성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투입 변수와 산출 변

수를 설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수도분야의 연구

를 살펴보면 어떤 근거에 의하여 투입 변수와 산출 변수를 결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DEA를 이용하여 

지방상수도의 효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Yoon and Won (1996)은 국내에서 거의 처음으로 DEA를 

이용하여 지방상수도 효율성 측정하였다. 1994년 67개 상수

도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투입 변수는 인건

비, 물건비, 기타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으로 하고 산출 변수

는 1인 1일 급수량,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로 하여 분석하였

다. Yoo (2002)은 외환위기 이후 89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효율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투입 변수로는 직원 수, 순가

동설비자산을 설정하였고 산출 변수로는 수도관연장, 급수

전 수, 조정량(배수량-누수량)을 설정하였다. 이후 Yoo (2013)

은 2002년 연구 모형을 토대로 2009년 105개 지방상수도 공

기업의 규모의 경제를 추정하였다. 18개 기업은 규모의 효율

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나머지 기업은 비효율적인 것

으로 추정되었다. Ko et al. (2008)은 사업장 규모 및 광역상수

도 공급 비율에 따라 지방상수도 효율성에 차이가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투입 변수는 인건비, 시설공사비, 

유지관리비, 원리금상환액이며 산출 변수는 수도 요금 수입

액 및 총생산량이다. Choi and Cho (2014)는 전라북도 지방상

수도 사업의 생산성 변화를 탐색한 결과, 규모 효율성이 1인 

사업소가 6개로 나타났으며, 주로 군 단위 사업소에서 평균 

이하의 생산성지수를 보임으로써 이들 사업소들은 생산성 증

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Park and 

Kim (2014)은 2003년과 2010년 162개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

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의 연구에

서는 인건비, 건설비, 유지관리비, 원리금상환액 등과 같은 재

무적인 지표를 사용하였다. Yoo (2014)은 2008~2011년 91

개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위탁 운영 기관과 직접 

운영 기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용된 투입 변수는 직

원 수, 순가동 설비 자산이며 산출 변수는 수도관 연장, 급수전 

수, 급수 조정량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위탁운영이 효율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투입 변수 및 산출 변수를 살펴보면 

연구자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 사업 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투입 및 산출 변수의 산정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

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

고 있는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를 기준으

로 투입 및 산출 변수를 설정하여 선정 근거를 객관화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이들 지표는 지방상수도 성과 평가의 관점에

서 크게 투입과 과정 지표에 해당하는 지속가능경영과 산출과 

결과 지표에 해당하는 경영성과 및 사회적 가치 지표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3.3 실증분석 대상 및 변수

DEA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평가하므로 투입 변수와 산출 변수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Copper (2000)은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수(n), 투입 변수의 수(m), 산출 변수의 수(s)

의 관계는 n ≥ max (m×s, 3(m+s))를 따르도록 제안하고 있다. 

투입 및 산출 변수가 증가할수록 효율성의 값이 커지는 단점

이 있기 때문이다. 

충남 15개 지자체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효율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ME (2017, 2018, 2019)의 상수도통계

(2016-2018년)에 기초하여 투입 변수와 산출 변수를 Table 2

와 같이 구성하고, 기술통계량도 함께 표기하였다. 분석 기간

은 특정 연도에 투입된 비용 및 생산된 산출물의 편차에 따른 

편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년(2016-2018년)도 평균 자료

를 사용하였다. 효율성 분석에서는 충남 지역 15개 지자체와 

함께 전국 평균 자료를 의사결정단위로 추가하였다. 충남 지

역 대상으로만 효율성을 분석하면 우수한 지자체의 효율성 

수준이 전국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

다. 기초통계량은 전국을 제외한 충남 15개 지자체의 3개년 

평균 자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입 및 산출 변수는 MOIS and ERC 

(2020)의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 편람을 기준으로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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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1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경영평가를 

위한 지표 체계는 지속가능경영,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로 구

분된다. 다시 지속가능경영은 리더십(관리자의 리더십, 경영

전략, 경영혁신)과 경영시스템(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무

관리)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경영 성과 도출을 위한 투입 요소

로 파악할 수 있다. 경영 성과는 주요 사업 활동 및 성과, 경영수

지 관련 지표로 구성되며 이를 산출 부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경영 성과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도식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투입 변수는 관로길이, 유지관리비용, 노후관

로비율로 선정하였는데 지속가능경영의 경영전략 지표에서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관로길이 및 노후관로비율을 

활용하여 상수도사업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경영혁신 지표는 지방상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

직영기업의 경영혁신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원가

절감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지표로 상수도통계의 세출 자료 가운데 유지관리비용(동력

비, 인건비, 약품비, 원수 및 정수구입비, 수선유지비, 기타)을 

선정하였다.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자료의 총괄원가 구성 항

목을 이용하면 정확한 유지관리비용을 구할 수 있으나, 청양

군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수도통계의 세출 자료를 

이용하였다. 

충남 시군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 결과, 인구 당 관로 길이의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2.6 m/명과 17.7 m/명으로 약 8배 차

이가 발생하였다. 인구 당 유지관리비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적은 지자체와 가장 많은 지자체간 격차

는 2.4배 이상이었다. 전체 관로 대비 21년 이상 관로가 비중을 

의미하는 노후 관로 비율의 최솟값과 최댓값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후관로 비율이 최소인 지자체의 경우 

노후관로가 개·대체된 것이 아니라 상수도 관로가 설치되기 

시작한지 20년 남짓 되었기 때문이다. 

산출 변수는 선정된 상수도보급률, 요금현실화율, 유수율

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가운데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상수도보급률은 격차는 최소 55.4%, 

최대 97.7%로 약 40%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

가지로 유수율에 대한 최댓값과 최솟값, 평균, 표준편차가 각

각 91%, 56%, 75.2%, 11.2%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1 결과

4.1.1 CRS 모형 추정 결과 

모형의 추정에 있어 15개 충남 기초지자체와 함께 전국 평

균값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일부 충남 기초지자체가 효율

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q. (1)과 같이 투입지향적 CRS 모형의 목적함수 는 효율

성 점수이고 이를 최소화하는 문제이다. 이 모형에서 가 1

이라면 해당 조직은 더 이상 감소시킬 투입 요소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가 1보다 작으면 투

입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q. (1)의 추정 결과인 충남 지역 지방상수도 효율성 점수를 

Table 3에 요약하였다. 

CRS 모형을 사용하여 효율성 점수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

면 16개 의사결정단위 가운데 전국 평균을 제외하고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홍성군, 태안군 지역이 효율

적으로 평가되었다. 15개 지자체의 46.7%에 해당한다. 지방

상수도 효율성 점수는 대부분 시 지역에서 높았으며, 군 지역

의 경우에는 홍성군과 태안군을 제외하고는 효율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율성이 가장 낮은 세 지역은 금산군, 예산군과 부여군으

로 점수는 각각 0.6473, 0.6770, 0.7026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청양군, 보령시, 당진시, 아산시 순으로 효율성이 1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어 지방상수도 운영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inputs and outputs (data in 2016-2018 average)

Variable Unit Obs Mean Std. Dev. Min Max

Input 

1 Pipe length per Capita m/person 15 11.3 4.8 2.6 17.7

2 Aging water pipe ratio % of total length 15 21.2 14.4 1.0 58.2

3 O&M cost per Capita won/person 15 114.7 32.0 70.8 170.0

Output

1 Population served water % of total population 15 85.9 10.7 55.4 97.7

2 Revenue water ratio % 15 75.2 11.2 56.0 91.0

3 Recovery rate % 15 59.2 17.7 35.1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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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의 효율성은 준거 집단이 되는 지역과 비교하여 상

대적인 비효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준거 집단이란 특정 지

역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기준이 되었던 지역을 의미한다. 

준거 집단은 Eqs. (1) and (2)의 (가중치)에 의해 결정되는데 

효율적 조직이 비효율적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

다. 즉, 특정 지역의 투입물과 산출물의 과대나 과소를 측정하

기 위해서 이용된 준거 집단의 반영 비율을 의미한다. 비효율

적인 조직은 가중치 값을 기준으로 우선적인 벤치마킹의 대상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예산 지방상수도의 경우 효율성이 0.6770으로 

평가되었는데 전국 평균을 제외하고 준거 집단은 공주시와 

서산시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으로 평가된 지역에서는 지방

상수도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준거 집단이 되는 지역의 투

입 요소 및 산출 요소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Table 3에서 비효

율적인 지역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준거 기준이 되는 지역의 

참조 횟수는 전국이 8회, 서산시가 7회로 가장 많았다. 효율적

으로 평가된 지역들의 참조 횟수가 많다는 것은 다른 비효율

적인 지역의 평가에 사용된 빈도 수가 많다는 것으로 효율적

으로 평가된 의사결정단위 가운데 준거 집단 참조 횟수가 많

을수록 모범적인 효율적 의사결정단위임을 의미한다(Banxia 

Software, 2003).

한편 비효율적이라고 나타난 지역의 경우에는 투입 요소

의 감소나 산출 요소의 증가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DEA에서는 슬랙(Slack) 값으로 표시된다. 슬랙 값의 의

미는 전체적인 투입 변수와 산출 변수의 잠재적 증가나 감소

가 필요한 부문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CRS 모

형에서 비효율적인 지자체의 투입 요소 중 인구 당 관로길이

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인구 

당 관로 길이가 비효율적인 지방상수도 운영의 가장 큰 원인

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노후관로비율이나 인구당 운

영관리비용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슬랙 값이 없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적정 수준으로 노후관로비율과 운영관리비용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태안군은 효율적으로 평가되었는데 군 지역 가

운데 상수도 보급률이 높고, 유수율이 비교적 높은 특성을 갖

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가 높

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비효율적 의

사결정단위에서 한 차례도 준거 집단으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

문에 태안군의 효율성 평가 해석 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4.1.2 VRS 모형 추정 결과

Eq. (2)의 규모에 대한 수익 변화를 허용하는 모형을 사용하

여 효율성 점수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4에 요약하였다. 금산

군(0.6655), 부여군(0.7925), 예산군(0.8362), 당진시(0.8481), 

보령군(0.8667), 청양군(0.9058), 서천군(0.9643)등 7개 지역

Table 3. Constant variable returns to scale (CRS) scores 

theta Reference set
Slack value

Input1 Input2 Input3 Output1 Output2 Output3

Nationwide 1.0000

CheonanSi 1.0000

KongjuSi 1.0000

BoryengSi 0.8201 Nationwide KongjuSi SeosanSi 3.696 10.263

AsanSi 0.9670 Nationwide CheonanSi NonsanSi 3.650 9.591

SeosanSi 1.0000

NonsanSi 1.0000

GyeryongSi 1.0000

DanjinSi 0.8469 Nationwide CheonanSi SeosanSi 10.601 8.092

GeumSanGun 0.6473 Nationwide CheonanSi SeosanSi 5.442 33.519

BuyeoGun 0.7026 Nationwide KongjuSi SeosanSi 4.958 8.028

SeoCheonGun 0.9351 Nationwide KongjuSi SeosanSi 7.508 12.789

CheongyangGun 0.7580 Nationwide SeosanSi 1.578 19.655 15.473

HongsungGun 1.0000

YesanGun 0.6770 Nationwide KongjuSi SeosanSi 2.962 8.654

TaeanGun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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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 8개 지역이 효율성 점수가 1로 계측되었다. CRS 

모형보다 효율적으로 평가된 지역(아산)이 1개 추가되었다. 

아산시의 경우 CRS 모형에서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추정되었

으나 VRS 모형에서는 효율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그 

원인이 규모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CRS 모형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 모든 조직들의 

효율성 점수가 VRS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들 지

역은 규모에 비하여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CRS 모형에서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측정된 지역이라도 투입 

요소를 증가시키면 효율성이 개선이 가능하므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보인다. 

VRS 모형에서 각각의 비효율적인 지역에 대해 준거 집단

이 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준거 집단으로 전국 평

균 값이 선정되었고 서산시와 천안시가 각각 5차례와 2차례 

준거 집단으로 선정되었다. 준거 집단의 의미가 효율성 판단

이 되는 기준 집단을 의미하므로 그 만큼 다른 지역보다 상대

적으로 지방상수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됨을 의미한다. 비효

율적 지역으로 평가된 금산군과 당진시의 경우 준거 집단은 

전국과 천안시로 분석되었다. 보령시의 경우 준거 집단은 전

국 평균 값과 서산시로 분석되었으며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관로 길이 등의 투입 요소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의 준거 집단으로 전국과 서산이 

선정되었으며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관로 길이 등의 투입 

요소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VRS 모형을 해석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실제 규모

에 대한 수익 체증이나 체감과 무관하게 CRS 모형보다 더 많

은 의사결정단위들이 효율성 경계에 위치하게 되어 효율성이 

과대 평가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투입이나 산출이 매우 작은 

의사결정단위는 항상 효율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

제점이 있다. 즉 투입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다른 투입 요소에 

비하여 최소 투입량을 갖거나 최대 산출량을 갖는다면 그 의

사결정단위는 CRS 모형에 비하여 VRS 모형에서 효율성 경

계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VRS 모형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Ko, 2017).

4.2 비효율의 원인 분석 및 시사점

CRS 모형과 VRS 모형을 이용하여 충남 지역 지방상수도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지자체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원인

과 준거 집단도 다르게 나타났으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요구

되는 투입 요소 및 산출 요소 수준도 다르게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충남 지역 기초지자체의 지방상수도 효율성 수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므로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현재 충남 지역의 물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이 고려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도 중심

의 수도 통합 정책이다. 그러나 앞선 결과에도 확인할 수 있는 

Table 4. Variable returns to scale (VRS) scores

theta Reference set
Slack 

Input1 Input2 Input3 Output1 Output2 Output3

Nationwide 1.0000

CheonanSi 1.0000

KongjuSi 1.0000

BoryengSi 0.8667 Nationwide SeosanSi 4.051 4.169 15.915 12.268

AsanSi 1.0000

SeosanSi 1.0000

NonsanSi 1.0000

GyeryongSi 1.0000

DanjinSi 0.8481 Nationwide CheonanSi 10.736 0.120 8.198

GeumSanGun 0.6655 Nationwide CheonanSi 7.972 2.251 35.451

BuyeoGun 0.7925 Nationwide SeosanSi 5.945 8.136 19.710 26.729

SeoCheonGun 0.9643 Nationwide SeosanSi 7.892 1.864 3.734 23.663

CheongyangGun 0.9058 Nationwide SeosanSi 1.885 34.289 12.863 27.263

HongsungGun 1.0000

YesanGun 0.8362 Nationwide SeosanSi 3.748 17.389 24.970 18.935

TaeanGun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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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지역마다 비효율 발생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

어 획일적인 수도 통합 정책 역시 또 다른 비효율을 야기할 가

능성이 크다.

지방상수도 비효율의 원인에 따른 지역별 정책 제안을 위해 

Table 5에 규모의 효율성과 기술 효율성 값을 각각 비교하였다. 

규모의 효율성은 CRS 모형의 효율성 수치를 VRS 모형의 효율

성 수치로 나눈 값이다. CRS 모형의 효율성은 규모의 효율성

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기술 효율성(Global technical 

efficiency: TE)을 의미한다. 반면 VRS 모형의 효율성은 규모

에 대한 수익을 고려하였으므로 규모의 비효율성을 제거한 순

수 기술 효율성(Pure technical efficiency: PTE)을 나타낸다.

Table 5에서 규모의 효율성 결과를 살펴보면 천안시, 공주

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홍성군, 태안군 지역은 규모의 수

익 불변 구간에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규

모의 효율성 점수와 순수 기술 효율성 점수가 1인 지역에 해당

하며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구간에 위치한다. 그러나 아산 지

역의 경우 VRS 모형의 순수 기술 효율성은 1점이었으나 CRS 

모형에서는 효율성 점수가 1보다 작아 규모의 효율성이 1보

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산의 지방상수도는 규모에 대

한 수익 체감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투입 요소의 개선 정

책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반면 규모의 수익 증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보령

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으로 분석

되었다. 이들 지역은 투입 요소의 증대를 통해 빠른 산출 향상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이 순수 기술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비효율의 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순수 

기술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 가운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고

려해 볼 수 있다. 순수 기술 효율성이 규모의 효율성 점수보다 

작으면 기술적 비효율의 원인이 상대적으로 규모 보다 순수 

기술에 있으므로 기술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보령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이 이

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청양군과 예산군은 규모의 효율성 점수가 순수 기술 효율

성 점수가 낮으므로 비효율의 원인이 규모의 효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성과를 위해 더 많은 투입물이 필요함을 

의미하므로 청양군과 예산군의 지방상수도 효율성 향상을 위

해서는 지방상수도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규모적 요인이 비효율의 원인이 되므로 청양군과 예산군

은 주변 지역과의 통합을 통해서 지방상수도의 효율성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 인구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으로 군지역 공동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도 시설물의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 활용 및 수자원 배분 방안 모색도 필

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수도 통합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Table 5. Scale efficiency results 

CRS TE 

(Technical efficiency)

VRS PTE 

(Pure technical efficiency)

SE 

(Scale efficiency)

RTS 

(Returns to scale)*

Nationwide 1.000 1.000 1.000  0

CheonanSi 1.000 1.000 1.000  0

KongjuSi 1.000 1.000 1.000  0

BoryengSi 0.820 0.867 0.946  1

AsanSi 0.967 1.000 0.967 -1

SeosanSi 1.000 1.000 1.000  0

NonsanSi 1.000 1.000 1.000  0

GyeryongSi 1.000 1.000 1.000  0

DanjinSi 0.847 0.848 0.999  1

GeumSanGun 0.647 0.666 0.973  1

BuyeoGun 0.703 0.792 0.887  1

SeoCheonGun 0.935 0.964 0.970  1

CheongyangGun 0.758 0.906 0.837  1

HongsungGun 1.000 1.000 1.000  0

YesanGun 0.677 0.836 0.810  1

TaeanGun 1.000 1.000 1.000  0

note : * 1= increasing return to scale, 0=constant returns to scale, -1 = decreasing returns to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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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수준이 다르고, 상수도 서비스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통

합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이해당사자간 시각 차이가 크게 존

재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간 수도통

합 전후의 재무적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효율성과 순수 기술 효율성이 1이고 규모

에 대한 수확 불변으로 추정된 지자체는 DEA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장 최적화된 상황으로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면 지방상

수도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DEA는 투입 변수 및 산출 변수의 산정에 따라 효율성의 결과

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양적인 성장

을 했으나 도·농간, 지역간 서비스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규모의 영세성,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의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성에 대한 

검토는 지역 상수도 정책의 입안과 수립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

시하는 의미 있는 연구 주제라 할 수 있고, 분석된 연구 결과는 

충남 지역의 지방상수도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충남 지역의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

가를 위해 DEA를 적용하였다. 시계열 변화에 따른 연도별 편

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 3개년 평균(2016-2018년) 자료

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효율성을 추정하였으며, 분석 대상에 

전국 평균값을 추가하여 전국 평균과도 상대적 비교를 수행하

였다. DEA 가운데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을 가정하는 CRS 

모형과 규모에 대한 수익 가변을 가정하는 VRS 모형을 이용

하여 규모의 효율성, 기술효율성을 파악하여 지자체별 지방

상수도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선별하여 투입 변수로 인구 당 관로길이, 총 관로 길이에서 21

년 이상 노후 관로가 차지하는 비중, 인구 당 운영관리 비용을 

설정하고 산출 변수로는 요금현실화율, 상수도보급률, 유수

율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충남 15개 시·군 중 CRS 모형에서 7개, VRS 모

형에서 8개 지역이 효율적인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CRS 모형

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된 지역은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계룡

시, 논산시, 홍성군, 태안군으로 나타났다. VRS 모형은 CRS 

모형에서 효율적으로 추정된 7개 지역에서 아산시가 추가되

었다. VRS 모형은 규모의 효율성을 배제한 순수 기술 효율성

을 의미하고 CRS 모형은 기술 효율성을 의미하므로 순수 기

술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산시

를 제외한 이들 지역은 기술효율성, 규모의 효율성, 순수 기술 

효율성 점수가 1로 평가되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효율

적인 지방상수도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천안시

와 논산시, 서산시는 비효율적 조직의 준거 집단으로 여러 차

례 참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투입 및 

산출 구조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 외 지역의 지방상수도에서 순수 기술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비효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보령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

군은 비효율의 원인이 규모 보다 순수 기술에 있으므로 기술

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반

면 청양군과 예산군은 규모적 요인에 의하여 지방상수도 비효

율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주변 지역과

의 통합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충남 지역 기초지자체별로 

효율적 수준도 다르고 비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그 원인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준거 집단도 다르게 나타

났다. 충남 지역 지방상수도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상수도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를 전문기관에 통합, 위탁하는 방안

을 포함하여 지방공단 내지 지방공사화, 지방자치단체 간 조

합의 설립, 민간 투자 및 민관 협력 방식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고려해 왔다. 충남 지역의 경우에도 도 중심의 통합 정책이 하

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비효율의 발

생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수도 통합 

정책은 또 다른 비효율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의 피해 증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동시에 인구 정체 및 감소 등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 관리

는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효율적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도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효율적으로 평가된 지자

체의 지방상수도 운영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합리

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을 기반으로 투입 및 

산출 지표를 선정하여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변수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편람을 구성하고 있

는 투입 요소(지속가능성), 산출 요소(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대한 세부 지표 가운데 일부 지표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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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변수 선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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