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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CT가 사회 주요 기반 구조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사이버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효과적

인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 역량 평가는 우리의 사이버 역량 실태를 점검하여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하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근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이버 역량 평가 항목이 다양하고, 각 항목의 판단 척도가 상

이하여 의사 결정자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HP와 TOPSIS를 융합한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AHP는 다양한 평가 항목간의 중요도 판별에 활용하고, TOPSIS는 평가 대상국 간의 순위 판별

에 활용하였고, 가상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요 4개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사이버 평가 방

법론은 AHP를 이용한 사이버 평가에 비해 평가 항목과 평가 대상국의 확장이 가능하고, 보다 정교한 수학적 기반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Enhancement Strategy on National Cyber Capability Using Hybrid

Methodology of AHP and T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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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ive cyber capability assessment methodology does not exist, it's difficult to check the current state of

the our country's cyber capabilities and to establish cyber capability enhancement plan based on the result of

assessment. The cyber capability assess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determine the current level of the country,

establish policy directions and provide the basis for effective budgeting. But assessment of national cyber capability

is multi-criteria decision makink problem. In this paper develops an assessment model based on the AHP and

TOPSIS. AHP is used to determine weight of the criteria and TOPSIS method is used to obtain final ranking. We

also introduce the result of four major nations cyber capability assessment using the proposed methodology. The

experiment used the virtual experimental data. And the result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ology can expand the

number of criteria and alternatives for assessment and provide more sophisticated mathematical base for objective

assessment comparing methodology using AHP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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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중요

성과 의존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우리

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켰지만, 반면 안전하지 않

은 사이버 환경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도 증가시켰다.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기에 우리

나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방어 및 대응 역

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

인 사이버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

태 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사이버 역량 평가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격

및 방어 능력 수준을 판별하고, 보안 정책의 방향과 공

격 및 방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 가

능하고,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정책 방향과 역량을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하여 정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

러한 사이버 역량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유

럽 등지의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사이버 역량에는 다양한 항목이 영향을 미

친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인 BAH(Booz Allen

Hamilton)에서는 사이버파워 평가를 위하여 평가 항목

을 법·제도 척도, 경제·사회 척도, 기술·인프라 척도 3

가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정부의 사이버 연구

개발, 사이버 방어 정책, 사이버 검열, 정치적 유효성,

저작권 보호, 교육 수준, 기술, 무역, 혁신환경, 정보기

술 접근성, 정보기술 수준, IT 예산, 정보기술 저렴성,

보안 서버, 스마트 그리드, 전자의료, 전자상거래, 전자

정부, 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하였다[1].

유럽의 소프트웨어 연합인 BSA도 사이버 보안 평

가를 위하여 항목을 법, 조직, 민관 협력, 분야별 사이

버보안 계획, 교육 5가지로 구분하고, 유럽 28개국의

사이버 보안 성숙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2].

또한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RAND 연구소에서

도 EU 차원의 사이버 방어 능력 평가를 위하여 규정,

조직, 훈련, 무기, 인력자원의 수준, 시설 7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고[3], 보수적인 성향의 싱크탱크

인 헤리티지 재단은 과거 공격 사례 중심으로 미국의

주요 위협국에 대한 사이버 역량 평가를 수행하였다

[4].

이와 같이 국가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법, 제도,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평가

항목의 속성이 다양하고, 항목 간에 중요도 및 척도가

상이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객관적 판단하기 어려

울 경우 평가 항목을 분류하고, 각 항목 간의 선호도

및 가중치를 산출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다기준 의사결

정방법을 사이버 역량 평가에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널리 알려진 다기준 의사결

정방법 5가지인 MAUT, AHP, PROMETHEE,

ELECTRE, TOPSIS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이버 역

량 평가에 적합한 방법론을 선정을 위한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AHP와 TOPSIS를 융합한 사이버 역

량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2. 다기준 의사결정방법

평가 항목들의 속성과 척도가 다양할 경우 이를 단

순화하여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공공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결정은

관련자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경제적·정책적·사회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신중한 의사결정

이 필요하다.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은 여러 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해 선택 및 카테고리화 그리고 우

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보다 복잡

한 문제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Belton and Stewart는 기존의 다기준 의사결정 방

법을 다음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했다. 가치측정모형,

순위선호방법, 마지막으로 목표지향 참조 수준 방법이

다[5]. 아래에서 3가지 영역의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1 가치측정모형

2.1.1 다속성 효용이론(MAUT: Multi Attribute

Usag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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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속성 효용이론은 효용함수와 평가 항목(속성)들

을 모형에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함수 형태

의 식별 문제가 의사결정자의 선호도와 효용함수 형태

를 결정하게 된다[6].

먼저 개인의 목적과 속성을 구분하고, 효용함수 형

태를 선택하며, 함수에서 각 속성별 가중치를 계산하

고, 마지막으로 가중치와 속성을 결합하여 효용함수를

도출한다[7]. MAUT의 수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계 1. 예비 조사를 통해 목적에 맞는 속성을 도출

하고 속성 값의 범위 선정한다.

단계 2. 개별 속성에 대한 효용함수 도출한다. 개

의 서로 다른 속성(평가 항목) 에 대한 개

별 효용함수 는 아래와 같고, 은 각 속성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1)

단계 3. 각 속성의 가중치를 계산 방법에 따라 평가

한다.

속성별 가중치 평가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 스윙방

법(Swing Weighting)은 가상의 대상을 상정하고, 의

사결정자가 가상의 대상을 상호 비교 평가함으로써 속

성별 가중치를 얻는 방식이다[8]. 속성에 대한 가상의

대상에 순위를 매기고, 이후 가장 선호도 별로 속성에

로 점수를 매긴다. 속성(평가 항목) 에 대

한 정규화된 가중치 는 수식(2)와 같다.

 





  






(2)

단계 4. 획득된 정보를 이용하여 종합 목표에 여러

속성들이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나타내는 다속성 효용

함수를 구성한다.

그러나 다속성 효용이론의 기본 가정이 완전한 합

리성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자의 기대 효용가치가 최대

인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결정자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자의 효용을

수학적 함수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9].

2.1.2 계층적 의사결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는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구조화하고, 쌍대 비

교를 기초로 평가 항목들의 가중치(상대적 중요도)와

각 평가 항목 하에서 대상들의 상대적 선호도를 도출

한 후, 이를 계층구조에 따라 종합화하여 평가 대상들

의 평가 순위와 종합적 선호도를 구하는 방법이다[10].

AHP의 핵심은 여러 가지 대상의 평가 항목별로 장

단점이 있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모호할

때, 대상을 평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평가 항목

을 서로 비교 및 평가하여 수치화함으로써 평가 항목

의 가중치를 산출한다. AHP의 수행절차는 아래와 같

다.

단계 1. 당면한 문제 또는 대상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나누어 분류한다.

단계 2. 분류한 평가 항목으로 대상을 비교하는데,

주로 쌍대 비교를 사용하여 대상가 대상에 비해

얼마나 더 좋은지를 평가하여 비교 행렬로 나타낸다.

 











   
   
   
   



    ≠

(3)

평가 횟수는 개의 대상에 대해서 개의 평가 항

목으로 비교를 수행할 때 수식(4)와 같다.




 (4)

단계 3.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계산한다. 가중치

추정 방법에는 고유치 방법(Eigenvalue Method)과 대

수 최소자승법(Logarithmic Least Square Method)이

있는데, 그 중 고유치를 이용한 가중치 추정 방법은 수

식(5)와 같다. 는 쌍대 비교 행렬 의 가중치 행렬

을 의미한다.

 max (5)

단계 4. 산출된 비교 항목의 중요도를 세 번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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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산출된 결과에 곱하여 최종 순위를 수치적으로

산출한다.

AHP 방법론은 중요도 산출 결과에 있어 평가자들

이 내린 판단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지표인 일관성 지수 (Consistency Index)와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을 제공한다.

 

max 
(6)

 


(7)

(Random Consistency Intex)는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임의로 뽑아 수백 개의 행렬을 만들고 이로부

터  값 들을 계산하여 평균화한 것이다.

AHP는 이산형과 연속형 값 모두 평가 항목의 척도

로 사용이 가능하고, 분석이 직관적이고 쉽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어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그러나 AHP의 수학적 과정은 결과가 비논

리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으며[11], 또한 대상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경우 기존 대상의 순위역전(Rank

Reversal)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9].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사결정자가

판단해야할 평가 횟수가 급증하게 되고, 이 경우 일관

성 있는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2 순위선호(Outranking)

순위선호라는 것은 평가 대상가 대상에 비해 미

흡하지 않은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대상와 대상의

수학적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상를 선택

하려는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선호 성향을 의미한다

[12]. 따라서, 순위선호방법에서는 선호의 비추이성과

평가 대상의 비교 불가능성을 가정하고 있다.

선호의 비추이성은 의사결정자의 선호도 판별 행위

에서 선호도 판별의 난해성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

운 현상으로 항목 에 대해서 대상가 대상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하여도 의사결정자가 대상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 불가능성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거

나 언어의 모호성, 적합한 효용함수 등의 부재로 평가

대상간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순위선호방법은 위의 가정을 통해 다속성 효용이론

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온 이원적 선호구조와 수학적

모형의 비현실적 제약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2.1 PROMETHEE(Preference Ranking Org-

anization Method for Enrichment Eva-

luation)

PROMETHEE는 선호유출량과 선호유입량 개념을

이용하여 대상의 순위선호를 도출하는 방법이다[13].

PROMETHEE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선호함수를 결정한다.

선호함수는 (그림 1)과 같이 이분형(Usual

criterion), U형(U-shape criterion), V형(V-shape

criterion), 계단형(Level criterion), 선형(V-shape

with indifference criterion), 가우스형(Gaussian

criterion) 6가지이고, 각 선호함수에 필요한 선호 임계

치를 사용한다. 선호함수와 선호임계치는 의사결정자

의 주관에 의존한다[14].

단계 2. 선호지수를 계산한다.

PROMETHEE에서 는 선호강도를 나타내고, 선

호함수를 이용하여 선택된다. 대상의 대상에 대한

선호지수는 개의 평가 항목으로부터 산정되고, 수식

(8)과 같다. 는  평가 항목에 대한 대상와

대상의 선호도의 차를 의미한다.

(그림 1) PROMETHEE의 6가지 선호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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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 3. 선호유출량과 선호유입량을 계산한다.

는 선호유입량, 는 선호유출량을 나타낸다.

선호유입량은 평가 대상이 개 일 때, 해당 대상이

다른 개의 대상을 지배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호

유출량은 해당 대상이 다른 개의 지배를 받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클수록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9)

 

 
∈

 (10)

단계 4. 선호 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별 순위를 결정

한다.

대상의 평가 순위는 PROMETHEE 에 의해서 순

흐름량인 에 의해 결정된다. 는 대상의 순흐

름량,  는 PROMETHEE  방법에 의해 대상

가 대상에 비해 선호됨을 의미하며, 는 대상와

대상의 선호도가 동일하여 무차별 관계임을 의미한

다.

   (11)

 i f  ≻  (12)

 i f   (14)

PROMETHEE 방법은 비교 대상의 수가 많을 경우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계산

을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평가 항목 간의

가중치 결정과 관련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가중치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2.2.2 ELECTRE(ELimination Et Choice Trans

lating REality)[15]

ELECTRE는 PROMETHEE와 동일하게 선호선위

개념을 이용하여 대상의 평가 순위를 도출하는 방법이

다. 대상들 간의 선호관계를 평가하여 가장 우선순위

가 낮은 평가 대상을 순차적으로 찾아내어 소거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선호도를 평가한다[9].

평가 대상 간의 순위는 의사결정자로부터 얻어진

대상들의 선호도와 이를 통해 얻어진 일치성 지수

(Concordance Index), 비일치성 지수(Discordance

Index)의 계산에 의해 구해질 수 있다. ELECTRE 방

법은 Ⅰ,Ⅱ,Ⅲ, TRI, Is 등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ELECTRE 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한다. ELECTRE

Ⅱ는 Ⅰ과 달리 열등한 평가 항목을 제거할 뿐만 아니

라 평가 항목 간의 우선순위를 판별할 수 있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ELECTRE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일치성 지수를 계산한다. 일치성 지수는

는 대상가 대상 보다 우월한 평가를 받은

평가항목들의 가중치    합을 전체 평

가 항목의 가중치 합으로 나눈 비율로, 일치성 지수가

크면 클수록 대상가 대상 보다 상대적으로 선호된

다고 할 수 있다. 는 평가 항목이 일 때 대상

의 평가 점수이다.

 


 






   



(15)

단계 2. 비일성 지수를 계산한다. 비일치성 지수

는 대상가 대상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상가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

하여 대상를 선택하려고 하는 의사결정자의 성향을

나타내는 수치로 수식(16)과 같이 정의된다.

 









 i f  ≥ ∀

max






  




i f   ∀
  max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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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가 항목이 일 때 모든 비교 대상들의 평가

점수 값의 범위를 나타내며 척도인자(Scaling Factor)

라고 한다. 불일치성 지수가 클수록 대상가 대상에

비해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단계 3. 일치성 지수 임계치와 비일치성 지수 임계

치를 계산한다. 일치성 지수 임계치 와 비일성 지수

임계치 는 ELECTRE의 매개변수(Preference

Parameter)로 의사결정자의 주관을 반영한다. 일반적

으로는 개의 평가 대상에 대해서 각 지수의 평균값

으로 추정하여 사용한다.














(17)














(18)

단계 4.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선호관계 표현을 위해서 강한 순위선호와 약한 순

위선호로 나누고 평가 항목 간에 순위를 부여한다. 일

치성 지수 임계치는 ≤ ≤≤ , 비일치성 임계

치는 ≤ ≤≤라 표현하고,  는 강한 순위

선호,  는 약한 순위선호이고, 수식(19)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i f ≥   ≤ 


≥ 

 

i f ≥   ≤ 


≥ 

(19)

는 대상가 대상 보다 선호되는 평가 항

목들의 가중치의 합을 나타내고, 는 대상가

대상 보다 선호되는 평가항목의 가중치의 합을 나타

낸다. 강하게 선호되는 대상들 중에서 약하게 선호되

는 대상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높은 순위를 할

당한다.

ELECTRE 방법은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선호 특성

을 반영하는 매개변수를 의사결정모형에 포함시킴으

로써 의사결정자에게 다양한 평가결과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어서 유럽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된 바

가 있다. 그러나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PROMETHEE

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가중치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

는 단점이 있다[9].

2.3 목표 지향 참조 수준 방법

2.3.1 TOPSIS(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16]

TOPSIS 방법은 최선의 대상과 최악의 대상을 동시

에 고려하는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 표현 가능한 논리

성을 가지고 있다[17]. TOPSIS 수행절차는 아래와 같

다.

단계 1. 평가 대상과 항목으로 이루어진 의사결정행

렬(Decision Matrix)의 모든 성분, 즉 성능점수

(Performance Score)들을 다음과 같이 정규화한 행렬

를 구한다.

 





  







(20)

이때, 은 평가 대상의 수를, 는 번째 대상의 

번째 평가 항목에 대한 성능점수를 나타낸다.

단계 2. 앞에서 정규화된 결정 행렬에 다음과 같이

각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곱하여 가중 정규 결정

행렬 을 구한다.

   (21)

여기서, 는 번째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의미한

다.

단계 3. 아래와 같이 정의된 이상적인 해 
와 그

반대인 해 
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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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min

    

(22)

단계 4. 각 평가 대상과 이상적인 해의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와 반대 해와의 유클리

디안 거리 
를 계산한다.






 






    






 




    

(23)

여기서, 은 평가 항목의 수를 의미한다.

단계 5. 각 평가 대상들과 이상적인 해와의 유사성

를 계산한다. 번째 평가 대상과 이상적인 대상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24)

단계 6. 단계 5에서 구한 이상적인 해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상들의 순위를 결정한다. 유사성 값이 큰

대상일수록 높은 순위를 갖는다.

TOPSIS의 장점은 대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요

한 주관적 요소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뿐이라는 것과

가중치를 생성하는 것보다 대상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 방법이라는 것이다[18].

또 다른 장점은 간단한 계산 과정으로 인하여 다속

성 관점에서 모든 대상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쉽게 계

산해서 최적의 대상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

3. AHP를 이용한 사이버 역량 평가

모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사이버 역

량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가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

가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

다. 사이버 역량 평가는 다기준 의사결정방법론 중 교

육, 국방,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 중에 있

는 대표적인 의사결정방법인 AHP를 이용하여 수행되

었고, 평가 절차는 (그림 2)와 같다[20][21].

먼저, Delphi 방법을 통해 평가 항목을 결정하고,

다음 AHP를 이용하여 항목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중치와 동일하게 AHP를 이용하여 대상

간의 평가 순의를 획득하였다. 평가 항목이 많을 경우

의사결정자가 판단해야할 평가 횟수가 급증하는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서 AHP와 Likert 중 선택하여 설문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사이버 역량 평가 모델 개발

로 주변국과 우리나라의 사이버 역량을 비교를 시도하

였고,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개선점 및 강화 방안을 마

련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AHP를 이용한 사이버 역량 평가 모델은 사

이버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이 다양하여 평가자

의 일관성 있는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평가 대상

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11]. 사이

버 역량 평가의 특성상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

한 평가 항목을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

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림 2) AHP를 이용한 사이버 역량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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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를 이용한 사이버 역량 평가 모델을 개선한 AHP

와 TOPSIS를 융합한 새로운 사이버 역량 평가 모델

을 제안하고자 한다.

4. AHP와 TOPSIS를 융합한 사이버

방어 역량 평가

앞에서 다양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에 대해서 이론

적으로 고찰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어느 특정 기법도 모든 상황에서 우월한 방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는 각 기법이 갖는 기본 가정,

공리 체계, 매개변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역량 평가 모델에

적합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을 모색하거나 다양한 기

법을 보완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MAUT는 정성적인 평가 항목의 반영이 가능하고,

간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9], 사이버 역량 평가와

같이 평가 항목이 많을수록 효용함수의 도출이 복잡하

다. 또한 의사결정의 완벽한 합리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다른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은 가중치를 위한 다른

방법을 요하거나 의사결정자의 선호도에 의해 선정의

가 필요한 반면, AHP는 평가 항목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AHP 방법만으로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개입 요소가 크고, 또한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

다.

PROMETHEE는 개념적이고 적용이 간편하며 평가

항목이 많은 경우에도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용이하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9]. 그러나 사이버 역량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 평가를 위해 사전에 평가 항목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선호 함수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 사이버 역량 평가의 특성상 평가 항목에 대한 충분

한 근거 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 항목의 특

성을 충분히 반영한 선호 함수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LECTRE는 사이버 역량 평가에 적용하기에는 순

위 판별 과정이 복잡하여 의사결정자가 방법론을 이해

하기가 어렵고, 평가 항목 또는 평가 대상이 많을수록

많은 양의 계산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TOPSIS는 PROMETHEE와 ELECTRE에 비해 간

단한 계산 과정을 가지고 있어, 빠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평가 항목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사

실에 근거한 기준값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의 장단

점은 <표 1>과 같다. 사이버 방어 역량 평가는 평가

대상 및 항목이 다양하고, 평가 항목에 대한 충분한 근

거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가중치 및 선호

함수를 결정짓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가정 선호함수 형태 강점 약점

MAUT
추이성
완전한
합리성

수학적 함수

정성적인 평가
항목 반영 가
능
명확하고 간결
한 구조

완벽한 합리
성에 의한 현
실과의 괴리
효용 함수 도
출이 복잡

AHP
추이성
완전한
합리성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쌍대비교 행렬
을 이용한 가
중치 도출 가
능
일관성 평가
가능
개념적으로 쉽
고, 적용이 용
이

고려할 수 있
는 평가 대상
의 수가 제한
적
부적적할 계
층 구조 형성
가능
대상의 순위
역전 발생 가
능

PROME
THEE

비추이성
비교불가능
성
제한적 합
리성

수학적 함수

제한적 합리성
을 통한 현실
적 접근 가능
개념적으로 쉽
고 적용이 간
편함

가중치 및 선
호함수 서정
기준이 주관
적

ELECT
RE

비추이성
비교불가능
성
제한적
합리성

수학적 함수
다양한 선호
특성 반영 가
능

가중치 선정
의 주관성
대상의 순위
판별 과정이
복잡

TOPSIS

비추이성
제한된 합
리성(최적
의 해와 최
악의 해를
동시에 고
려하여 인
간의 합리
적 선택 유
도)

수학적 함수

평가 대상 간
의 거리를 이
용한 최적해
도출
개념적으로 쉽
고 적용이 간
편함

가중치 선정
의 주관성
일관성 평가
가 불가능

<표 1>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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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역량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

가 수행을 위해 AHP와 TOPSIS를 융합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AHP의 장점은 평가 항목 간의 가중치 산출이 가능

하다는 것이고, AHP와 다기준 의사결정방법론과 많이

융합하여 사용되고 있다[22]. TOPSIS의 장점은 유클

리디안 거리를 이용하여 평가 대상국 간의 순위를 판

별하는 데 있어 정교한 수학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

이다. AHP와 TOPSIS의 장점을 융합하기 위해서

AHP를 이용하여 평가 항목 간의 가중치를 산출하고,

TOPSIS 절차에 AHP에 의해 산출된 가중치를 이용하

여 최종 평가 대상들 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AHP

와 TOPSIS를 이용한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의 절차

는 (그림 3)과 같다.

제안한 AHP와 TOPSIS를 융합한 방법론은 세부적

인 방법론은 차이가 있지만 무기 선택[23], 발전소 부

지 선택[24]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5. 실 험

제안한 AHP와 TOPSIS를 융합한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론을 사이버 역량 평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어 역량에 평가 시

험을 수행하였다.

평가 대상은 한국, 러시아, 중국, 미국 4개국으로 선

정하였으며, 방어 역량을 위한 평가 항목은 국가 정보

보호 백서의 국가·공공부문 평가 항목 중 4가지 항목

인 조직, 인력 역량, 교육, 예산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

하였다[25]. 실험은 실제 전문가 수렴 데이터 아닌 가

상의 데이터로 수행되었다.

사이버 방어 역량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행렬은 기

존의 사이버 역량 평가 모델에 적용되었던 AHP를 이

용하여 산출되었다.

AHP에 의해 산출된 의사결정 행렬에 TOPSIS를

적용하기 위해서 아래의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단계 1. AHP에 의해 산출된 의사결정 행렬의 모든

성능 점수를 수식(20)을 이용하여 정규화한 행렬 를

구한다.

(그림 3) AHP와 TOPSIS를 융합한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론

organization manpower education budget

Korea 0.01301881 0.00906304
0.0011155

6

0.3438649

6

USA 0.28238596 0.25755625
0.3272984

1

0.0043428

1

Russia 0.09529569 0.12652249
0.0908419

6

0.0043428

1

China 0.00209764 0.00173056
0.0086862

4

0.0794676

1

Sum 0.3927981 0.39487234
0.4279421

7

0.4320181

9

Sq.R. 0.626736069
0.62838868

5

0.6541728

9

0.6572809

06

weight 0.5579 0.2308 0.0886 0.1227

<표 2> 정규화된 의사결정 행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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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정규화된 의사결정 행렬을 이용하여 가중

정규 행렬 를 구한다.

단계 3. 가중 정규 행렬 에서 이상적인 해 
와

반대 해 
를 찾는다.

단계 4. 평가 대상과 이상적인 해 
와 반대 해


와의 거리를 계산한다.

organ
izatio
n

manp
ower

educa
tion

budge
t

Sum 


Korea
0.003
69644
9

0.000
38756
5

0
0.009
44123

0.013
52524
4

0.116
298

USA
0.186
85326
9

0.029
28197
2

0.005
32324
3

0
0.221
45848
4

0.470
594

Russi
a

0.054
76770
2

0.013
30916
4

0.001
31750
4

0
0.069
39436
9

0.263
428

China 0 0
6.559
71E-
05

0.001
62590
3

0.001
6915

0.041
128

<표 8> 반대 해와의 유클리디안 거리

단계 5. 각 평가 대상과 이상적인 해와의 유사성 

를 계산하고, 평가 순위를 결정한다.

Korea USA Russia China


0.2219314

84

0.8288607

28

0.5331855

97

0.0800209

75

rank 3 1 2 4

<표 9> 이상적인 해와의 유사성

organ
izatio
n

manp
ower

educa
tion

budge
t

Sum 


Korea
0.137
98761
7

0.022
93198
1

0.005
32324
3

0
0.166
24284
1

0.407
729

USA 0 0 0
0.009
44123

0.009
44123

0.097
166

Russi
a

0.039
29920
6

0.003
10855
4

0.001
34418
4

0.009
44123

0.053
19317
4

0.230
636

China
0.186
85326
9

0.029
28197
2

0.004
20699
5

0.003
23118
4

0.223
57342

0.472
836

<표 7> 이상적인 해와의 유클리디안 거리

organizati

on

manpowe

r
education budget


 0.4730349

42

0.1863989

64

0.0774841

95

0.1094680

82

<표 5> 이상적인 해

organizati

on

manpowe

r
education budget


 0.0407696

66

0.0152792

06

0.0045236

36

0.0123020

92

<표 6> 반대 해

organizati

on

manpowe

r
education budget

Korea
0.1820543

06

0.1514985

9

0.0510568

39

0.8921604

05

USA
0.8478848

22

0.8076211

61

0.8745394

51

0.1002615

46

Russia
0.4925518

34

0.5660509

3

0.4607344

7

0.1002615

46

China
0.0730770

13

0.0662010

65

0.1424699

82

0.4288881

62

<표 3> 정규화된 의사결정 행렬 2

organizati

on

manpowe

r
education budget

Korea
0.1015680

97

0.0349658

75

0.0045236

36

0.1094680

82

USA
0.4730349

42

0.1863989

64

0.0774841

95

0.0123020

92

Russia
0.2747946

68

0.1306445

55

0.0408210

74

0.0123020

92

China
0.0407696

66

0.0152792

06

0.0126228

4

0.0526245

77

<표 4> 가중 정규 결정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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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주요 4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에 대한 AHP와 TOPSIS를 융합한 방법

론을 이용한 사이버 방어 역량 평가 실험 결과는 (그

림 4)와 같다.

6. 결 론

사이버 역량 평가는 평가 항목과 평가 대상이 다양

한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이다. 이에 널리 알려진 다기

준 의사결정방법 5가지인 MAUT, AHP,

PROMETHEE, ELECTRE, TOPSIS를 분석하고, 그

결과 사이버 역량 평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AHP와

TOPSIS를 융합한 새로운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AHP와 TOPSIS를 융합한 방법론을 이용한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은 AHP 방법만을 이용한 사이버 역량

평가가 평가 대상이 제한적이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 대상과 평가 항목이 늘어나도 보다 객관적인 평

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선호의 비

추이성 오류를 갖고 있던 AHP의 수학적 선호 과정 계

산 방법을 개선하여, AHP는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도

출하는 데에 활용하고, 평가 대상국의 순위를 판별하

는 데에는 TOPSIS를 활용하였다. TOPSIS는 유클리

디안 거리를 이용하여 순위 판별에 AHP 보다 정교한

수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후 AHP와 TOPSIS를 이용한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에 대한 실제 전문가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

의 효용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세부 평가 항목 선정을 위해서는 BAH의 사이버 파

워 평가 항목, BSA의 유럽 사이버 보안 평가 항목,

RAND 연구소의 사이버 방어 평가 항목 등 기존의 미

국과 유럽에서 사이버 역량 평가에서 활용되었던 항목

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중 국내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항목을 선별하고, 국내 정책 방향에 부

합하는 국가정보보호 백서의 국가·공공 부문 평가 항

목과 망 분리 여부 등을 융합하여 사이버 역량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버 역량 평가의 특성 상 명백한 근거 자료

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모

호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자의 평가의

모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근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

는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방법(FMCDM : Fuzzy 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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