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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퍼지 TOPSIS법과 AHP법을 이용하여 IMO 정보관리시스템의 예비과제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

를 위해 먼저 24개의 예비과제를 추출하여 FSM법을 이용하여 대체안을 구조화하였고, 최종 4개의 주요 예비과제를 도출한다. 또한 평가항목

간의 가중치는 의사결정자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평가가 가능한 AHP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AHP법은 비교대상의 수가 증가하면 쌍대비교

의 횟수가 증가하고, 평가에는 수많은 애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 우선순위 선정에는 TOPSIS에 퍼지이론을 도입한 퍼지 TOPSIS법을

이용한다. 그 결과 IMO 기준정보관리, IMO 정보기준전달, IMO 통합데이터베이스, IMO 지식허브 순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Fuzzy TOPSIS, AHP, FSM, IMO 정보관리시스템(IMO-IMS), 퍼지 집합이론

Abstract : This paper is aimed to priority evaluation of preliminary cases for IMO -IMS(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sing fuzzy TOPSIS(Technique for Order Performa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an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o this solve, therefore, this paper extract 24 preliminary cases and select 4 major preliminary
alternative cases after analysing the structure of its alternative cases using FSM(Fuzzy Structure Modeling). Also, the weights of
evaluation factors determine using AHP which able to keep the consistency when decision-makers assess. In AHP method, but, the
numbers of paired comparison incerase as much as the numbers of the comparison items increase and because this evaluation have the
many of vagueness, the decision of final ranking is used to fuzzy TOPSIS method which is included TOPSIS and Fuzzy Set Theory. The
result are developed as order as Management of IMO Convention Information, Delivery of IMO Convention Information, Total IMO
Database, Knowledge Hub of IMO Convention Information in IMO-IMS.

Key words : Fuzzy TOPSIS, AHP, FSM, IMO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IMO-IMS), Fuzzy Se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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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논문은 “IMO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이란 제목으로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2011, pp.147-149)" 및

”FSM법을 이용한 IMO문서 정보화 과제 구조분석“이란 제목으로 ”해양환경안전학회 2012년 추계학술발표회(2012. pp. 369-371)"

에 일부 발표되었음.

1. 서 론

1959년 설립된 UN 산하 전문기구 중 하나인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기술 사항에 관한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고, 해상

안전, 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국제기준의

제․개정을 관장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따라서 IMO는 이러한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

제되는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권고를 행하거나 규정의 초안

을 작성하는 등 협약의 채택을 준비하고, 이에 필요한 회의

를 소집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각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이는 각종 회의를 통해

서 해상안전과 선박설비에 관한 모든 국제적 기준을 제정하

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1962년

가입하여 1988년부터 담당관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IMO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IMO 정보를 보관 및 제공할 수 있는 창

구의 역할로 IMO KOREA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으나 체

계적인 관리미흡 등으로 활성화가 저조하다.

본 연구는 IMO 정보제공의 활성화를 위해 IMO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예비과제를 도출하고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IMO 정보관리시스템 예비과제 평가와 같은 기존의 다기

준 의사결정방법으로 AHP(Keum et al., 2001) 및 T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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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 Yoon, 1981) 등의 평가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AHP는 일관성을 확인하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

로 널리 알려져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평가항목 및 대

체안에 대해 상대평가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평

가항목 및 대체안의 수가 많거나 의사결정자의 수가 많은 경

우에 값의 입력 및 계산의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이에 비해 TOPSIS 기법은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양의 이상적인 대체안과 음의 이상적인 대체안을 동

시에 고려한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나타내는 논리성을 가지

고 있다(Kim and Kim, 2012). 둘째 TOPSIS 로직이 합리적

으로 이해하기 쉽고, 계산과정이 간단하다. 셋째, 의사결정

개념이 간단한 수식으로 기준을 묘사하고 최적의 대체안을

찾아가는 방법이다(Dag˘deviren et al., 2009).

또한, 최근에는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인 모호한 판단을 평가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퍼지 AHP

(Chang, 1996)및 퍼지 TOPSIS(Cheng, 2000) 등이 평가문제

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퍼지 AHP 역시 기존 AHP에 퍼지

(확장)이론을 도입한 것으로 AHP와 같이 평가항목 등이 증

가하면 쌍대비교횟수 및 계산량이 더 증가한다. 이에 비해

퍼지 TOPSIS는 마지막에만 취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한편 퍼지 TOPSIS는 평가항목의 가중치 결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항목의 가중치 산정은 일관성 확보

를 위해 AHP법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퍼지 TOPSIS를 이용

하여 IMO 정보시스템 예비과제의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자 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기법으로 Dag˘deviren et al.(2009)이 퍼

지 TOPSIS&AHP법을 이용하였고 멤버쉽 함수는 삼각형 퍼

지수를 적용한 바 있다.

최근 Kim and Kim(2012)과 같이 퍼지 TOPSIS에서 사용

하는 멤버쉽 함수는 사다리꼴 퍼지수가 자주 이용되고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도 사다리꼴 퍼지수를 기반으로 한다. 종합

하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사다리꼴 퍼지수 기반 퍼지

TOPSIS&AHP법은 국내외 적으로 적용된 바가 거의 없다.

2. 퍼지 TOPSIS&AHP법

2.1 퍼지 TOPSIS법

TOPSIS는 Hwang and Yoon(1981)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

되었다.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에서의 해인 대체안은 양의 이

상적인 해로부터 가장 짧은 거리에, 음의 이상적인 해로부터

는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개념에 근거한다.

한편 퍼지 TOPSIS는 기존 TOPSIS이론에 퍼지이론을 도

입한 것으로 최근 해양분야에서는 Kim and Kim(2012)이 항

만물류종합정보시스템 재난복구의 우선순위 결정에 이용된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평가에 비교적 중요한 평가항목의 가

중치에 대한 일관성의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퍼지 TOPSIS&AHP법은 퍼

지 TOPSIS에 AHP를 결합한 것으로 Dag˘deviren et

al.(2009)의 절차에서 삼각형 퍼지수를 사다리꼴 퍼지수(Kim

and Kim, 2012)로 변경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단계, m개의 대체안과 n개의 평가항목, k명의 의사결정자

에 대해서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식(1)

이를 퍼지 다기준의사결정법으로 표현하면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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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체안 m를 Am라 하고, n번째 평가항목을 Fn,라 한

다. W는 AHP에서 구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예비과제 평가는 소속함수 
에서

양의 사다리꼴 퍼지수  ⋯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사다리꼴 퍼지수 의 소속함수 
는 식(3)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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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모든 의사결정자의 퍼지 예비과제 평가치인 사다리

꼴 퍼지수    ⋯일 때 총합된 평가치

는 식(4)와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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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다기준 의사결정문제에서 측정값의 서로 다른 척도

를 정규화 해야한다. 즉 선형척도 변환에 의해 다양한 평가기

준 척도를 비교가능한 척도로 변환시켜야 한다. 따라서 정규

화 퍼지 의사결정 행렬은 식(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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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와 C는 편익기준과 비용기준의 집합이다.

4단계, 정규화 퍼지 의사결정 행렬과 AHP에서 구한 가중

치를 이용하여 가중 정규화 퍼지 의사결정 행렬()을 식(6)

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Dag˘deviren et al., 2009)


×   ⋯ ,   ⋯ 식(6)

5단계, 퍼지 양의 이상적인 해(FPIS: Fuzzy Positive Ideal

Solution, )와 퍼지 부의 이상적인 해(FNIS: Fuzzy

Negative Ideal Solution,  )는 식(7)과 같다.

 ⋯ ,   ⋯ 식(7)

여기서



max

,



min

이다. 본 연구에서


,

는

설문조사에 의한 값을 이용한다.

6단계, n 차원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해서 각 대체안에

대한 FPIS 와 FNIS 의 간격은 식(8)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 ,   ⋯ 식(8)

여기서  는 FPIS  로부터 각 대체안의 간격이고,

 는 FNIS  로부터 각 대체안의 간격을 의미한다.

또한, 두 개의 사다리꼴 퍼지수 와

 간의 간격은 vertex방법으로 식(9)과 같이 계

산한다.

 












 식(9)

7단계, 근접도 계수(CC: Closeness Coefficient)로 모든 대

체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각 대체안의 상대적 근접도

는 식(10)과 같다.

 







  ⋯ 식(10)

만약  
이면  이고,  

이면  이

된다.

2.2 AHP법

계층분석법은 복잡한 평가대상을 계층구조의 형태로 분석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계층분석법에 의한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구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다(Keum et al., 2001).

평가항목이 xi,……, xj 개가 있고 각 항목의 중요도를

wi,……, wj 이라고 하면 평가항목 와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의 비교치 는 식(11)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a ij=
wi

wj
식(11)

또한, 로부터 일대비교행렬 A = []를 구성할 수 있으며,

A에 중요도의 벡터를 곱하면 식(12)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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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2)

여기에서 중요도 벡터는 행렬 A의 고유벡터이고, n은 일대비

교행렬 A의 최대고유치 λmax이다. 행렬 A의 최대고유치와 고

유벡터를 구하면 그 고유벡터는 각 평가항목의 중요도가 된다.

행렬 A에는 n개의 고유치가 있고 그 합은 n이 되고 λmax

이외의 고유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λmax - n으로 볼

수 있다. λmax 이외의 고유치 크기의 평균은 식(13)과 같다.

행렬 A가 완전한 정합성을 갖는 경우에 C.I.값의 값은 0이

되고 그 값이 클수록 부정합성이 높다고 보며, C.I.의 값이 0.1

이하이면 정합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C.I.=
λ max-n

n-1
식(13)

또한, 대각요소를 1로 하고 행렬의 대칭요소는 역수관계가

성립할 때 1/9, 1/8,…, 1/2, 1,…, 9의 값을 랜덤으로 넣어 만든

행렬 A의 C.I.를 수차례 계산하여 그 평균치 M(Random

Consistency Index)을 구하면 Table 1과 같다.

n 1 2 3 4 5 6 7 8 9 10

M 0.00 0.0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Table 1 Random Consistency Index

이 C.I. 값을 M으로 나눈 값을 정합비(C.R.: Consistency

Ratio)라고 하며 식(14)와 같다.

C.R.=
C.I.
M 식(14)

이 C.R.의 값도 정합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 사용

할 수 있으며 C.R.의 값이 0.1 이하이면 중요도의 해를 수용하

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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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O 정보관리시스템 평가모델

3.1 예비과제안 추출 및 구조화

IMO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과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국내외 IMO기준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동향을 조사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Table 3과 같

은 24개의 예비과제안을 추출하였다(Jang et al., 2012).

구분　 기준정보관리 검색 지식전달 표준(인증)

국
내

법제처 법령, 훈령 등 시맨틱
검색

법령만들기 
생활법령
어린이법제
소식지
연구자료

웹접근성 

국 토 
해양부 입법예고 등 　 통계자료

개인정보 
정보보안 

법 제 
연구원 영문법제

시맨틱
검색 연구자료 　

일
본

국 토 
교통성

IMO 개요 
IMO 회의 요약　

　 　

선 박 
기 술 
연 구 
협  회

IMO 개요
IMO 약어집
IMO 결의서
협약 제개정
IMO 회의내용

호
주 AMSA IMO 재결서

협약 제개정　

미
국

USCG 
항 행 
센  터

IMO 개요
IMO 결의서
Cirl. 일부자료
Cirl. IMO DOC 
UMENT 링크

Table 2 The existing condition of IMO & information
system

Table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이미 부분적으

로 IMO 정보관리를 구축 및 제공하고 있고, 국내 법제처 등

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변수 명칭 변수 명칭

S1 IMO 정보기준전달 S13 IMO 지식허브

S2 IMO 정보기준포털 S14 IMO 지식관리

S3 IMO 통계관리 S15 온톨로지관리

S4 이러닝 S16 서비스 중개

S5 민원관리 S17 국제기준정책분석

S6 맞춤형정보제공 S18 국제기준 비준 효과분석

S7 PC/모바일 통합서비스 S19 IMO  대응수준분석

S8 IMO 기준정보관리 S20 IMO  통합데이터베이스

S9 IMO 문서종합관리 S21 국내해사기준정보

S10 IMO 회의대응관리 S22 국제해사기준정보

S11 국제협약관리 S23 IMO KOREA정보

S12 회의대응자및 전문가관리 S24 온톨로지레파지토리

Table 3 The evaluation factors of IMO information system

이들 과제 중 주요 예비과제를 분류하기 위해 FSM법을 이

용하여 구조화한 결과 Fig 1과 같이 나타났다.

Fig. 1 The structure of IMO information system(p=0.8,

λ=0)

위 구조화 결과에 따라 최상위인 IMO 정보기준전달

(S1=A2), IMO 기준정보관리(S8=A1), IMO 지식허브(S13=A3),

IMO 통합데이터베이스(S20=A4) 등 4개의 주요 예비과제를

선정할 수 있었다.

3.2 예비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본 연구에서 예비과제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은

Table 4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다(Lim, 2007).

항목 내 용

전략적 

부합성

IMO 정보화의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자원배분의 

방향등을 의미

- 정부의 전략마인드와 정보화 예비과제간의 관계

- 실무진의 전략마인드와 정보화 예비과제간의 관계

- 조직구조와 정보화 예비과제간의 관계

- 정부 명령채널/책임과 정보화 예비과제간의 관계

- 정부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정보화 예비과제간

의 관계

경제적 

타당성 

재정적 여건 및 자금상황을 고려한 투자가능성 분석

- 인력/장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과 구축 후 이익의 비교

- 가치추가, 생산성 향상, 정보시스템 효용성, 품질향상

정도 비교

-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못하는 과제에 대한 대안 

결정

기술적 

구현성

기업의 보유기술 또는 도입 가능한 기술요소를 고려하

여 기술적으로 구현가능한지 평가

- 충분한 인력, 장비, 기술등의 보유

- 현재 보유장비 확장 가능성 및 현재 보유기술 활용 가

능성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등 시스템 조합성

- 현존하는 기술추세 및 도입가능성

운영

적용성

조직, 일정, 프로젝트 영향 및 위험성 등 정보화 예비

과제 추진시 또는 완료 후 운영시 고려해야할 요인

- 프로젝트 일정계획의 실현가능성

- 정부/ 최종사용자의 참여정도

- 프로젝트 인원의 수행역량 평가

- 예비과제 수행 후 고객에 대한 영향

- 제도, 법 및 윤리적 사항과 마찰여부

Table 4 Target factor to evaluation of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MO 정보화의 장기적인 목표

와 단기적인 자원배분의 방향 등이 전략적으로 부합하는지 검

토하고, 재정적 여건 및 자금상황을 고려한 투자가능성 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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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lternative linguistic variables for ratings

운영
적용성
[C4]

전략적
부합성
[C3]

경제적
타당성
[C2]

기술적
구현성
[C1]

가중치

운영적용성 [C4] 1.00 0.29 0.21 3.10 0.124

전략적부합성[C3] 3.40 1.00 0.27 5.20 0.266

경제적타당성[C2] 4.80 3.70 1.00 5.50 0.548

기술적구현성[C1] 0.32 0.19 0.18 1.00 0.062

λmax=4.259, CI=0.086, CR=0.096

Table 6 Weights of evaluation factors

C1 C2 C3 C4

A1
(0.4,0.785,0

.845,1)

(0.2,0.775,0.

84,1)

( 0 . 2 , 0 . 7 6 , 

0.825,1)

(0.1,0.725,0

.785,1)

A2
(0.2,0.655,0

.705,1)

(0.2,0.685,0.

72,1)

( 0 . 1 , 0 . 6 , 

0.625,1)

( 0 . 2 , 0 . 7 5 , 

0.775,1)

A3
(0.1,0.585,0

.625,1)

( 0 . 1 , 0 . 6 1 , 

0.645,1)

( 0 . 1 , 0 . 5 1 , 

0.535,1)

( 0 . 1 , 0 . 5 9 , 

0.62,1)

A4
(0.2,0.705,0

.775,1)

( 0 . 1 , 0 . 5 5 , 

0.63,1)

(0.111,0.639,0

.705,1)

(0.4,0.655,0

.705,1)

Table 8 Fuzzy normalized evaluation matrix for the

alternative plans

제적 타당성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보유기술

또는 도입 가능한 기술요소를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구현가능

한지 평가가 필요하다. 한편 정보화 예비과제를 수행하는 조

직, 일정, 프로젝트 영향 및 위험성 등 정보화 예비과제 추진

시 또는 완료후 운영시 고려해야할 요인 등 운영적용성에 대

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3.3 평가항목별 평가치 산정

본 연구에서 대체안의 평가치 산정은 Fig. 2와 Table 5와

같이 선형의 사다리꼴 함수를 적용하였다. 대체안의 평가치는

7개의 언어적변수를 이용하여 ‘매우 나쁨’, ‘나쁨’, ‘약간 나쁨’,

‘보통’, ‘약간 좋음’, ‘좋음’, ‘매우 좋음’으로 구분하였다(Kim

and Kim, 2012).

언어변수 사다리꼴
퍼지수

언어변수 사다리꼴
퍼지수

매우나쁨 (0,0,1,2) 약간좋음 (5.6.7.8)

나쁨 (1,2,2,3) 좋음 (7,8,8,9)

약간나쁨 (2,3,4,5) 매우좋음 (8,9,10,10)

보통 (4,5,5,6)

Table 5 Linguistic values and fuzzy numbers

4. IMO 정보관리시스템 예비과제 평가

4.1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IMO 정보관리시스템 예비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간

중요도 및 대체안 평가치 산출을 위해 정부 및 지방해양항만

청 관계공무원, 전문가(교수 및 연구원)등 관련 업무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는 경

제적 타당성, 전략적 부합성, 운영 적용성, 기술적 구현성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 국책사업 추진등과 같이 IMO 정보관리시스템의

예비과제 선정 역시 경제적 타당성을 기초로 사업이 시행되어

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높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4.2 퍼지 의사결정 행렬

퍼지 의사결정 행렬은 Table 7 ～ Table 9와 같다. 먼저 20

명의 평가자들에게 평가항목의 관점에서 4개의 대체안에 대해

7개의 언어적 척도로 평가를 하였다. 이후 식(4)을 이용하여

각 평가자 개인의 평가치를 종합하여 평균을 구한결과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C1 C2 C3 C4

A1 (4,7.9,8.5,10) (2,7.8,8.4,10) (2,7.6,8.3,10) (1,7.3,7.9,10)

A2 (2,6.9,7.1,10) (2,6.9,7.2,10) (1,6,6.3,10) (2,7.5,7.8,10)

A3 (1,6.9,6.3,10) (1,6.1,6.5,10) (1,5.1,5.4,10) (1,5.9,6.2,10)

A4 (2,7.1,7.8,10) (1,5.5,6.3,10) (1,5.8,6.4,9) (4,6.6,7.1,10)

Table 7 The ratings by decision makers under criteria

다음으로 식(5)을 이용하여 각 평가항목별 대체안에 대해

의사결정 행렬을 정규화하여 Table 8과 같이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Table 8에서 산출한 정규화 행렬과 Table 6에서

산출한 가중치를 식(6)을 이용하여 Table 9와 같이 가중 정규

화 퍼지 의사결정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C1 C2 C3 C4

A1
(0.025,0.049,

0.052,0.062) 

(0.110,0.425,

0.460,0.548) 

(0.053,0.202,

0.219,0.266) 

(0.012,0.090,

0.097,0.124) 

A2
(0.012,0.041,

0.044,0.062)

(0.110,0.375,

0.394,0.548) 

(0.027,0.160,

0.166,0.266) 

(0.025,0.093,

0.096,0.124) 

A3
(0.006,0.036,

0.039,0.062) 

(0.055,0.334,

0.353,0.548) 

(0.027,0.136,

0.142,0.266) 

(0.012,0.073,

0.077,0.124) 

A4
(0.012,0.044,

0.048,0.062) 

(0.055,0.301,

0.345,0.548) 

(0.030,0.170,

0.188,0.266) 

(0.050,0.081,

0.088,0.124) 

 (1,1,1,1) (1,1,1,1) (1,1,1,1) (1,1,1,1)


(0.006,0.006,

0.006,0.006) 

(0.055,0.055,

0.055,0.055) 

(0.027,0.027,

0.027,0.027)

(0.012,0.012,

0.012,0.012) 

Table 9 Fuzzy weighted normalized evaluation matrix for the

alternativ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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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Table 9의  과 는 양의 이상적 해와 음의 이상적

인 해로써 이 둘의 값은 [0,1]사이에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의 이상적인 해는 사업수행시 편

익을 최대로 하는 대체안을 선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사다리꼴 퍼지수의 최대값인 (1,1,1,1)로 결정하였다.

또한 음의 이상적인 해는 가중 정규화 퍼지 의사결정 행렬

의 최소값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사업수행에 따라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바 최소값 이하에서 사업수행시 타당성을 확

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4.3 대체안 우선순위 결정

이상적인 해로부터 식(8)을 이용하여 대체안까지 간격을 계

산하면 Table 10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D+ D- CCi

A1 3.328 0.671 0.168

A2 3.389 0.613 0.153

A3 3.455 0.571 0.142

A4 3.424 0.590 0.147

Table 10 Fuzzy TOPSIS results.

또한 간격이 동일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대

체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근접도(CCi)를 Table 10과

같이 산출하였다.

그 결과 IMO 기준정보관리(A1), IMO 정보기준전달(A2),

IMO 지식허브(A3,), 통합데이터베이스(A4) 순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난 IMO 기준정보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MO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과제

선정을 위해 퍼지 TOPSIS&AHP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IMO 정보관리시스템의 평가항목

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문헌연구 등을 통해 24개의 평가요소

를 추출하고 FSM으로 구조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p=0.8이고 λ=0일 때 평가구조가 명확히 잘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주요 예비과제는 4개로 선정되었다.

또한 AHP법에 의해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산출하였고, 퍼

지 TOPSIS법을 이용하여 4개의 대체안에 대해 종합평가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HP법에 의해 IMO 정보시스템 예비과제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경제적 타당성, 전략적 부합성, 운영 적용성, 기술적

구현성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보다 높게 인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예비과제 우선순위는 IMO 기준정보관리, IMO 정보기

준전달, IMO 통합데이터베이스, IMO 지식허브 순으로 구축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교적 평가점수가 높

게 나타난 IMO 기준정보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사업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다기준 의사결정법에는 AHP, TOPSIS 등의 방법들이 대표

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AHP는 쌍대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므

로써 평가항목이나 대체안, 의사결정자의 수가 많으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고, TOPSIS는 계산과정이 단순하지만

일관성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둘을 결합하

여 계산량을 비교적 줄이면서 비교적 중요한 항목에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한 퍼지 TOPSIS&AHP법을 이용하여 대체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그룹간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

으므로 그룹간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델로 확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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