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uzzy-AHP 기반 중소기업 R&D 평가 시스템
박성호1, 오재택1, 이상용2*

1공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2공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Small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Assessment System based 
on Fuzzy-AHP

Seong-Ho Park1, Jae-Taek Oh1, Sang-Yong Lee2*
1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2Professor, Division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3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R&D 사업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기술적인 평가를 통해 해당 기술의 기술적 난이도에 대한 상용화 및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은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으며, 해당 평가 기준이 모호성 및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중소기업 R&D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Fuzzy-AHP 기반 중소기업 R&D 평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삼각 퍼지 수를 이용하여 해당 
평가 기준을 구간 값으로 적용하여 객관화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가중치를 배정하여 
실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였을 때 위의 평가 
항목의 배점 가중치를 재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R&D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퍼지-계층적 분석 방법, 중소기업 연구개발, 평가 가중치, 평가 시스템, 과제 평가

Abstract  There is a system of mandating the allocation of support to small business in certain 
percentage or more to facilitate technological innovation at small business. Trying to assess small 
business R&D projects, which receive a budget of three trillion won or more from the government every 
year, for their possibilities of success, a group of experts perform a technological evaluation with their 
technologies and their difficulty levels and review closely the possibilities of their commercialization 
and success. Used in such a review,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cannot make an objective 
judgment of evaluation criteria for evaluation items and guarantee th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of 
small business R&D projects due to the inherent ambiguity and uncertainty of the evaluation criteria. 
This study proposed an R&D evaluation system based on Fuzzy-AHP for small business to provide 
objective weight for the evaluation items and assess the possibilities of such projects’ success.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make objective as they were applied as section values based on triangular fuzzy 
numbers. Weight was assigned and applied according to the management guidelines of supportive 
projects for small business’ technological development so that it could be reflected on actual 
assessment.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be helpful for reflecting the scoring weight of these 
evaluation items again when an expert is appointed for a new project and guaranteeing th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of small business R&D project based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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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가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의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정부 R&D 혁신 방안에 따
라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전략 집
중 정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Fig. 1과 같이 2018년 3조
원을 초과하였다. 이는 전체 국가 연구 개발사업의 
16.1%에 달하는 규모이다[1].

Fig. 1. The sizes of national R&D projects in 2018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일정 비
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도화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3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
되는 중소기업 R&D 사업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전문가의 기술적인 평가를 통해 해당 기술의 
기술적 난이도에 대한 상용화 및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2, 3]. 그러나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은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객관적
으로 판단할 수 없었으며, 해당 평가 기준이 모호성 및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R&D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
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사업의 성공 가능
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객관
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Fuzzy-AHP 기반 중소기업 R&D 
평가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을 통해 중소
기업 R&D 사업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중
소기업 R&D 사업의 상용화 및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Fuzzy-AHP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다수의 속성
을 갖는 의사결정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며, 복
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나누어 계층화한 
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중
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법이다[5, 6].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
로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매우 과학적이며, 강력한 의사결정 방법으로 주로 
전략적 의사결정, 신기술 개발의 타당성 평가, 생산입지 
선정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7, 8]. 

그러나 AHP의 평가 방식에 따른 쌍대비교는 평가 기
준에 대한 모호성이나 불확실성을 수반하게 된다[9, 10]. 
예를 들어 어느 평가 항목의 평가 기준이 1점에서 5점까
지 배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3점과 4점은 어느 기준에 
대한 배점인지 평가자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호성이나 불확실성이 내재된 평가 기준은 퍼지 집합
(Fuzzy Set), 소속함수(Membership Function), 퍼지 
수(Fuzzy Number) 등의 퍼지 이론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11-13]. 

Fuzzy-AHP는 AHP와 Fuzzy 방법을 결합한 분석방
법으로 Fig. 2와 같이 6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평
가 기준에 대한 모호성 및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의
사결정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9-13]. Fuzzy-AHP는 참
고문헌 [14]에서 처음 의사결정 분야에 적용하였으며, 이
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 참고문헌 [11]은 퍼
지 이론의 소속함수인 삼각 퍼지 수를 이용한 새로운 기
법을 제안하였으며, 참고문헌 [15]는 보석의 품질을 결정
하기 위한 분석에 Fuzzy-AHP를 적용하였다[11, 15]. 

Fig. 2. The Fuzzy-AHP process

Step 1)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
의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평가 항목을 분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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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평가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쌍대비교 행렬을 구성한다.
Step 3) 평가 항목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일관성 지수를 

검증을 한다.
Step 4) 삼각 퍼지 수를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

한다.
Step 5) 평가 항목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퍼지 확

장 원리를 이용하여 종합 중요도를 산출한다.
Step 6) 계산된 종합 중요도를 토대로 평가 항목별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2.2 중소기업 R&D 사업의 평가 기준
대부분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산·학·연 누구나 참여

가 가능하도록 개방형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중
소기업 지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
쟁력 강화를 목적으로하여 주관 연구기관을 중소기업으
로 제한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주관 연구기관을 중소
기업으로 한정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공통점은 단기 과제
이며, 대부분 자유 공모 과제이다. 자유 공모 과제는 경쟁
률이 높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심사, 현장평가, 발표평
가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평가 
항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규정
하고 있다. 평가 항목으로 크게 기술성과 사업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서면심사에서는 기술성 가중치 50점, 사
업성 가중치 50점으로 배정되어 있고, 발표평가에서는 
기술성 가중치 35점, 사업성 가중치 60점과 더불어 정책 
부합성 가중치가 5점이 배정되어 있다. 사면심사에서는 
기술성이, 대면평가에서는 사업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
고 있으며,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 지원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공통된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추진 사업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경우는 대면평가의 항
목이 공통 항목보다 기술성 및 정책 부합성 가중치가 각 
5점 높은 반면에 사업성 가중치를 10점 낮게 설정하였으
며,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기술성 40점, 사업성 60점
으로 설정하여 기술혁신 개발 사업보다 사업성을 더 중
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
여 평가 항목을 사전에 정하고 있지만 가중치 설정에서 
단순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업
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성 또는 사업성, 정책 부합성 중 

어느 평가 항목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3. Fuzzy-AHP 기반 중소기업 R&D 평가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Fuzzy-AHP 기반 중소기업 
R&D 평가 시스템은 Fig. 3과 같이 Input Module, 
Verification Module, Processing Module, 
Selection Module, Database로 구성된다.

Fig. 3. System Structure

Input Module은 중소기업 R&D 사업에 대한 과제를 
평가할 때 해당 전문가 또는 평가 위원들이 과제 선정을 
위해 제시된 평가 항목을 비교하는 모듈이다. 평가 항목
은 중소기업 R&D 사업에 대한 상용화 및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별하여 계층화하였다. 
계층화된 구조적 모델은 Fig. 4와 같다.

Fig. 4. Hierarchy of an R&D project by a smal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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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은 중소기업 R&D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
이기 위한 지표인 해당 과제의 기술성과 해당 과제의 사
업성을 선정하였다. 기술성으로 필요성과 구체성, 보안성
을 검토하게 되며, 사업성으로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
성을 검토한다.

우선 기술성은, 필요성으로 해당 과제의 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차별성이 있는지 또한 실제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며, 구체성으로 해당 과제의 기술에 대한 개
발 방법 및 개발 기간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안성을 통해 기술 개발 중에 해당 기술의 유출을 얼마
나 방지할 수 있을지,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사업성은, 사업 타당성으로 시장 규모 및 성장성, 진입 
가능성을 검토하며, 실현 가능성으로 제품화 계획의 구체
성과 후속 투자 계획을 검토한다.

Verification Module은 쌍대비교한 결과를 이용하
여 해당 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가 일관성(Consistency)
이 있는지 검증하는 모듈이다. 여기서, 일관성이란 쌍대
비교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가 의사결정 진행 과정에
서의 모순이 있는지 판단하는 특성을 말한다[6, 16]. 

보통 일관성 지수(Index)는 쌍대비교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의 max가 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의 개수
에 가까울수록 전문가 또는 평가 위원들이 평가한 해
당 평가 항목이나 평가 요소가 해당 문제에 대하여 적
합하게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일관성 지수는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다[6, 16].

 

max                             식 (1)
여기서, max는 쌍대비교 행렬이 라고 가정한다

면, 의 원소가 식 (2)를 만족한다고 정의할 때 쌍대
비교 행렬 의 상대적 중요도 에서 가장 큰 값을 
말한다[4, 6, 16].

  


     ⋯               식 (2) 

또한 쌍대비교 행렬 의 상대적 중요도 는 식 
(3)을 만족시키는 행렬 의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된다[6, 16].

                               식 (3)

Processing Module은 평가 항목별 우선순위를 도출
하기 위해 퍼지 확장 원리를 이용하여 종합 중요도를 산
출하는 모듈이다. 퍼지 확장 원리는 삼각 퍼지 수
(Triangular Fuzzy Numbers)를 이용한 퍼지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해당 평가 항목의 평가 기준을 객관화할 수 
있어 AHP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 퍼지 
확장 원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9-13].

Step 1) 평가 항목별 쌍대비교 행렬을 삼각 퍼지 수로 
변환된 쌍대비교 행렬로 다시 구성한다.

Step 2) 변환된 쌍대비교 행렬을 통해 복합 퍼지 값
()을 계산한다. 복합 퍼지 값은 식 (4)
와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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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복합 퍼지 값을 이용하여 퍼지 상대적 중요도
( )를 계산한다. 퍼지 상대적 중요도는 식 
(5)와 같이 삼각 퍼지 수 과 에 대하여 
 ≧ 일 확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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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 

 

  식 

(5)

퍼지 확장 원리로 도출한 계층별 상대적 중요도는 이
후, 각 평가 항목별로 종합 중요도를 계산하여 항목별 우
선순위를 도출하게 된다.

Selection Module은 Processing Module로 도출한 
항목별 우선순위를 이용하여 가장 최적화된 평가 항목을 
추천하는 모듈을 말한다. 가장 최적화된 평가 항목은 모
든 평가 항목의 종합 중요도가 1로 정규화됐을 때 평가 
항목의 적합성이 우수한 항목을 말한다. 평가 항목별 우
선순위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며, 이후 우수한 항목
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할당하게 된다.

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은 Input Module에
서 처리된 각 평가 항목의 쌍대비교 행렬이 저장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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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Module에서 처리된 전문가 및 평가 위원
들이 평가한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한 일관성 검증 여부가 
저장된다. 또한 Processing Module에서 처리된 각 평
가 항목별 종합 중요도가 저장된다. 해당 테이블은 Fig. 
5와 같이 I/E 표기법에 따라 구성하였다. 

Fig. 5. Database Schema

4. 실험 및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Fuzzy-AHP 기반 중소기업 

R&D 평가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79명을 위촉
하여 14개 중소기업체에 대한 과제제안서를 평가하고,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 항목별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위한 평가 기준은 
Table. 1과 같으며, 해당 평가 항목의 평가 기준을 삼각 
퍼지 수를 이용하여 객관화하였다. 

Linguistic Scale Triangular Fuzzy 
Numbers

Triangular Fuzzy 
Reciprocal Numbers

Very Excellent (9, 10, 10) (1/10, 1/10, 1/9)
Excellent (6, 7, 8) (1/8, 1/7, 1/6)
Average (4, 5, 6) (1/6, 1/5, 1/4)

Poor (2, 3, 4) (1/4, 1/3, 1/2)
Very Poor (1, 1, 2) (1/2, 1, 1)

Table 1. Objectification of evaluation criteria with 
triangular fuzzy numbers

평가 기준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이
며, 평가 위원이 과제제안서를 평가할 때 해당 평가 기준
의 모호성 및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삼각 퍼지 수의 

구간 값으로 적용하였다.
기존의 AHP 방법은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Table. 2와 같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에 따라 반영하면 해당 기준에 대한 모호성 및 불확실성이 
각각의 평가 위원마다 나타나지만, 삼각 퍼지 수를 이용하
여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면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Linguistic Scale Scores of Evaluation Criteria
Very Excellent 10

Excellent 8
Average 6

Poor 4
Very Poor 2

Table 2. Scores of evaluation criteria for the evaluation 
items to reflect AHP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의 기술성의 평가 기준 점수가 우
수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평가 위원마다 우수하다고 판단되
는 기준 점수가 다를 수 있다. 삼각 퍼지 수는 이러한 평가 
기준 점수에 대한 모호성,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수립 후, 14개 중소기업체에 
대한 과제제안서를 평가하고 이를 산출한 평가 항목의 
종합 중요도를 통해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
으며, 이를 실제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평가 항목
의 가중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
라 배정하였다. 서면 심사에서는 기술성 가중치 50점, 사
업성 가중치 50점으로 배정하였으며, 발표 평가에서는 
기술성 가중치 35점, 사업성 가중치 60점이 배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평가 항목의 종합 중요도는 Table. 3과 
같다.

Assessment Factors Weight
Technology 0.524
Feasibility 0.476

Table 3. Comprehensive weight of each evaluation item

Table. 3의 결과에 따른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설정
하면,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
게 된다. Table. 4는 중소기업 R&D 평가가 발표 평가일 
때의 평가 항목 배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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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Factors Points of Evaluation Item
Technology 0.524 × 0.35 = 0.1834
Feasibility 0.476 × 0.6 = 0.2856

Table 4. Points of evaluation items in case of 
presentation evaluation

Table. 4를 통해 평가 위원이 중소기업체에 대한 발
표 평가를 진행할 때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배점 가중
치를 0.1834, 0.2856으로 설정하여 해당 과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후, 평가 항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 
요인의 배점 또한 Table. 5, Table. 6과 같이 반영할 수 
있다.

Assessment Factors Points of Evaluation Factors
Need 0.299 × 0.35 = 0.105

Specificity 0.258 × 0.35 = 0.090
Appropriateness 0.443 × 0.35 = 0.155

Table 5. Points of evaluation factors for technology in 
case of presentation evaluation

Assessment Factors Points of Evaluation Factors
Project Feasibility 1 × 0.6 = 0.6

Practicality 0 × 0.6 = 0

Table 6. Points of evaluation factors for feasibility in 
case of presentation evaluation

이처럼 해당 평가 항목과 평가 요인의 배점을 실제 평
가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
였을 때 위의 평가 항목의 배점 가중치를 재반영할 수 있
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R&D 사업의 전문성 및 공
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객관적으
로 제시할 수 있는 Fuzzy-AHP 기반 중소기업 R&D 평
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에서는 삼각 퍼지 수를 이용하여 해당 평가 
기준을 구간 값으로 적용하여 객관화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가중치를 배정하여 
실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
였을 때 위의 평가 항목의 배점 가중치를 재반영할 수 있
으며, 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R&D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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