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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휘․통제․통신 체계와 같이 보안이 요구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새롭게 개발되어야 하는 무기체계의 업

체선정은 정성적 평가인 제안서평가를 주로 적용하고 있다. 제안서평가의 주요 문제는 평가자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 평가위원 구성과 점수 성향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저하 시 입찰 가격

에 의해 업체가 선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자의 주관적 성향을 보정함과 동시에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화 방법은 평균과 편차를 일치시키는 방법이나, 제안서평가와 같이 평가대상이 

소규모이고, 평가대상별 수준이 유사한 경우 적용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제안서평가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표준

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평가자의 점수가 아니라 평가대상의 우선순위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표준화방

법보다 성능이 우수하였고, 원점수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변별력을 높일 수가 있었으며 특히 평가대상수가 소규모

인 경우에 더욱 성능이 우수하였다. 

ABSTRACT

Proposal assessments for new weapon system development such as C4I system have been applying a qualitative 
assessment.  The main problem of qualitative assessment is that the results vary depending on the evaluator's subjective 
preferences and priorities. Also, if there is no discrimination of technical skills degrade, the company will be selected 
by bid price regardless of technical power. In order to making a fairness, We need a method to compensate for the 
evaluator's subjectivity and to enhance discrimination. Previous standardization method is limited because targets of 
the proposal assessment are minority and have similar skill level. So, The new standardized evaluation methods 
applicable to the proposal was presented. This way is using the priority instead of the score and has better performance 
than existing methods as the target numbers are sm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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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방위력개선사업에서 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무전기와 같이 기존에 운

용중인 장비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에는 생산능력 확인, 
신용도평가 등 적격심사를 하고, 전술통신체계, 위성체

계 등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경

우에는 평가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

발계획 등 업체 제안내용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한다. 적격심사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평가 하는 

정량적 평가에 해당되고, 제안서평가는 평가위원에 의

한 주관적 평가로 진행되므로 정성적 평가에 해당되는

데 지휘․통제․통신 체계와 같이 고도의 보안이 요구

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새롭게 개발되어야 하는 

무기체계의 업체선정은 정성적 평가인 제안서평가를 

주로 적용하고 있다[1].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사업규모가 수백 억 원에서 

수천 억 원인 방위력개선사업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투

명성, 객관성은 그 어떤 평가보다 중요한데, 적격심사

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사 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것이

라면 제안서평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평가위원의 편

향성이다. 정성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선

호도가 다르고, 부여 점수 및 대상간의 점수 편차도 다

르므로 평가위원의 구성현황과 성향에 따라 비교대상

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성적 평가의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시험, 면접, 다면평

가, 강의평가 등에서 점수 표준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2,3]. 그러나 제안서평가 점수는 기술능력 점수와 가

격 점수로 구성된다[4]. 가격 점수는 입찰가격에 의해 

일률적인 점수격차를 유발하므로 만일 기술능력 점수

의 표준화로 인해 점수 변별력이 줄어든다면 가격 점수

로 업체를 선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이는 기술능력과 

무관한 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연구개발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자의 주관적 성향을 보정하

는 점수 표준화와 가격점수로 낙찰자 결정을 예방하기 

위해 점수의 변별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능과 안정성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

는 표준화 방법은 평균과 편차를 일치시키는 방법이나, 
제안서평가는 평가대상이 2～5개로 작은 규모이고, 무
기체계 개발 특성상 평가대상별 기술력이 유사한 특징

이 있어 평균과 편차를 일치시키는 표준화 방법은 제안

서평가에 적용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표준화방법의 사례를 살펴보고, 
제안서평가에 적용 가능한 점수 표준화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Ⅱ. 표준화 필요성 및 표준화 방법

점수 표준화는 면접과 다면평가 등 평가자 성향에 따

라 부여된 점수의 평균과 편차가 상이한 경우, 또는 수

능과 공무원시험 등 선택 과목이 달라 비교 기준이 다

른 경우 피 평가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 평가자들은 주관적 성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점수를 후하게 주기도 하고, 점수를 낮게 주기

도 하며 평가대상간의 점수 차이를 크게 주기도 하고, 
차이를 거의 주지 않기도 한다. 평가자가 1명인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는 우선순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면접 등 대부분 평가는 평가자를 수 명으로 구

성하고, 또한 평가대상이 대규모일 경우에는 평가자 그

룹을 여러 개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 서로 다른 평가자

를 구성하기도 하며, 수능시험과 공무원 시험은 필수과

목 외에 선택과목이 있고 응시자별 시험점수가 과목별

로 상이하므로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

정하기 위해 점수를 표준화하고 있다.  

표 1. 평균편차 일치법의 적용 예

Table. 1 Example of Standardization method using mean 
and deviation
①  Raw Score

Group I Group II
Subject

Valuer A B C Mean STD D E F Mean STD

1 6 7 8 7.0 1.0 4 6 8 6.0 2.0 
2 5 7 8 6.7 1.5 3 5 4 4.0 1.0 
3 7 8 6 7.0 1.0 5 6 6 5.7 0.6 

Mean 6 7.3 7.3 4 5.7 6

② Standardized Score
Group I Group II

Subject
Valuer A B C Mean STD D E F Mean STD

1 4.6 6.5 8.5 6.5 1.9 4.6 6.5 8.5 6.5 1.9 
2 4.4 7.0  8.2  6.5 1.9 4.6 8.5 6.5 6.5 1.9 
3 6.5 8.5  4.6  6.5 1.9 4.3 7.6 7.6 6.5 1.9 

Mean 5.2 7.3 7.1 4.5 7.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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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표준화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개별 

평가대상 점수의 평균과 편차를 일치시킨 후 우선순위

를 결정하는 평균편차 일치법이다.  표 1에서 보면 그룹 

I과 그룹 II의 ① 원점수 우선순위는 B=C>A=F>E>D가 

되나, 평균과 편차를 일치시킨 ② 조정점수의 우선순위

는 E=F>B>C>A>D순이 된다. 즉 그룹 II의 평가자들이 

점수에 인색한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

해 그룹 I과 그룹 II의 평균과 편차를 일치시킨 후 우선

순위를 새롭게 정한 것이다. 이러한 평균편차 일치법은 

면접, 수능시험, 다면평가, 인사고과 등 우선순위를 결

정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8급 및 9급 공

개경쟁 채용시험에서의 평균50점, 편차 10점의 평균편

차일치법을 사용하여 점수를 표준화한다고 공무원임용

시험령에 명시하고 있다[5].  
평균과 편차를 일치시키는 방법 외에 최댓값과 최솟

값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 평
가자의 점수에 순위를 부여하고 평균을 산정한 후 해당 

순위에 해당하는 표준정규분포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

법, 평균값 대신 중앙값을 이용하는 방법, 점수의 구간 

값을 활용하는 방법, 사분위수를 이용하여 25%, 75%이

상의 값은 제외하는 방법 등 표준화의 방법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다면평가에서도 평균편

차 일치법, 평균일치방법, 최고/최저점수 배제법, 상/하
위 10% 배제법, 평균값의 10~30%상한 배제법 등 각 부

처별로 임의의 점수 표준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6]. 
이렇게 다양한 표준화방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해야 하

는가를 제시하기 위해 박철용(2011)은 면접점수의 표

준화방법 모의실험비교에서 Z점수 평균(평균편차일치

법), 순위평균, 절사평균(최댓값, 최솟값 제외 방법)
방법 간 성능을 비교하였고[7], 민대기(2012)는 수능시

험의 원점수 순위와 표준점수 순위 비교를 위해 STD
(평균편차일치방법), RANGE, MAD(Median Absolute 
Deviation from Median, 중앙값), IQR(Interquatile 
Range, 사분위수) 방법 간 안정성을 비교하였다[8]. 이
런 연구의 공통점은 성능과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

해 순위상관계수(Kendal'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하였고, 비교실

험결과 여러 표준화 방법 중 평균/편차 일치법의 성능 

및 안정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표준화 방법 중 성능과 안정성이 가장 

우수한 평균편차일치법은 제안서평가의 점수표준화에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평가자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계산자체가 불가

능하다. 평균과 편차를 일치시키는 산식은 ｢전체평균

+[(원점수-그룹평균)/그룹 표준편차]*전체표준편차｣이

다. 이때 평가자가 부여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표준

편차가 0이 되기 때문에 산식의 분모가 0이 되어 계산

이 불가해 진다. 표 2의 예와 같이 평가자 3의 점수가 3
점으로 동일할 때는 표준편차가 0이 되어 평가자 3의 

표준화 점수는 계산이 불가하다.  

표 2. 평가자의 점수가 동일할 때 점수표준화의 예

Table. 2 Example of standardization as the score is same
①  Raw Score ⇨ ② Standardized Score

Subject
Valuer A B C Mean STD D E F Mean STD

1 5.0 6.0 7.0 6.0 1.0 3.4 6.2 8.9 6.2 2.8 
2 5.0  7.0 8.0 6.7 1.5 3.2  6.8 8.6 6.2 2.8 
3 3.0  3.0 3.0 3.0 0.0 Calculation

ErrorMean 4.3 5.0 6.0

면접, 수능과 달리 제안서평가는 평가대상이 대부분 

2~5개로 구성되며 평가대상별 기술수준이 유사한 특징

이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가 필연

적으로 발생한다. 더구나 제안서평가 기술점수는 배점

의 85%이상일 경우에 한해 협상대상으로 선정되기 때

문에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라면 평가점수는 배점의 8
5～100%수준에서 부여되기 때문에 평가점수의 동점확

률은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평균/편차일

치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 될 수밖에 없다. 

표 3. 평가대상이 2개일 때 점수표준화의 예

Table. 3 Example as the comparison numbers are two
①  Raw Score ② Standardized Score

Subject
Valuer A B Mean STD

⇨

A B Mean STD

1 4.0 5.0 4.5 0.7 4.8 7.7 6.3 2.0 
2 4.0  9.0 6.5 3.5 4.8  7.7 6.3 2.0 
3 8.0  7.0 7.5 0.7 7.7  4.8 6.3 2.0 
4 8.0  5.0 6.5 2.1 7.7  4.8 6.3 2.0 

Mean 6.0 6.5 6.3 6.3 

둘째, 평가대상이 2～3개 일 경우 표준화점수의 변별

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원점수가 4,5,7,8,9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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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개일 경우 모든 점수는 4.8점과 7.7점 2개로 표준화

되어 평가대상 A와 B는 동점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평균과 편차를 일치시킴으로써 발생

하는 현상인데 평가대상이 3개 일 경우에도 평가자의 

점수 중 2개가 동일하면 나머지 1개의 점수는 표준화시 

동일해 진다. 표 4에서 보면 평가자 1의 점수 4, 5와 평

가자 2의 점수 4, 5, 평가자 3의 점수 6, 9는 표준화시 모

두 4.3과 7.1로 동일해진다. 

표 4. 평가대상이 3개일 때 점수표준화의 예

Table. 4 Example as the comparison numbers are four
①  Raw Score ⇨ ② Standardized Score

Subject
Valuer A B C Mean STD A B C Mean STD

1 4.0 4.0 5.0 4.3 0.6 4.3 4.3 7.1 5.2 1.6
2 5.0  4.0 4.0 4.3 0.6 7.1 4.3 4.3 5.2 1.6
3 6.0  9.0 6.0 7.0 1.7 4.3 7.1 4.3 5.2 1.6

Mean 5.0 5.7 5.0 5.2 5.2 5.2 

제안서평가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로 구성되고, 기
술점수는 평가자의 주관적 성향에 의해 결정되나, 가격

점수는 정해진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 것으로 입찰가격

에 따라 점수격차는 일률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기술점수의 변별력이 줄어든다면 평가대상간의 

기술격차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점수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된다. 즉, 새로운 것을 개발

하는 연구개발에서 기술수준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수준과 무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우

선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자의 성향을 보

정함과 동시에 평가대상간 변별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

하다. 결국 2～5개 업체를 평가하는 제안서평가에 평균

편차 일치법의 적용은 제한되며, 결국 평가자의 성향을 

보정함과 동시에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표준화

방법이 필요하다.

Ⅲ. 제안서평가 점수표준화 방법

평균편차일치법이 평가자 점수를 기준으로 보정하

는 것이라면 금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평가대상

을 기준으로 보정하는 방법이다. 평가대상이 부여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보정이 가능한 이유는 평가자의 성향

에 따라 평가자 점수의 평균과 편차가 상이한 경우에도 

각 개인이 판단하는 평가대상별 상대적 우선순위는 평

균, 편차와 무관하다. 즉 평가점수는 평가자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평균과 편차의 차이를 발생해도 평가대상

간의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표 5에서 보

면 평가자 1이 평가대상 A, B, C를 평가할 때 다른 평가

자와 비교 시에 점수 평균과 편차가 차이난다해도 평가

대상간의 우선순위를 C>B>A순으로 생각하는 것은 변

함없기 때문이다.

표 5. 절차 1 : 원점수에서 보정 기준점수 산출 

Table. 5 STEP 1 : Calculate the differential value
①  Raw Score ⇨ ② Differential value*

Subject
Valuer A B C Mean A B C Mean

1 6 7 8 7.0 -1 0 1 0
2 9 7 4 6.7 2.3 0.3 -2.7 0
3 6 9 8 7.7 -1.7 1.3 0.3 0

* Each Raw Score -  Valuer’s mean score 

표 5는 ① 원점수에서 보정기준 점수인 ② 차이값을 

산출해 낸 예이다. 평가자 1은 C>B>A순으로 우선순위

를 생각하는데 A는 평균보다 1점 낮게 평가하고, 평가

대상 C는 평균보다 1점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반면 평가자 2는 평가자 1과 달리 A>B>C순으로 

우선순위를 생각하며 평가대상 A가 2.3점 높은 수준이

고, 평가대상 C는 2.7점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
와 같이 평가자의 점수를 개인별 평균에서 상대적 차이

값으로 산출 할 경우 개인별 성향에 따른 평균차이는 

표 5의 차이값 평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보정

이 되며, 상대적 차이값을 통해 평가자의 편차와 평가

대상별 우선순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차이값에 대한 보정을 하는데 평가 변별력

을 높이기 위해 특이한 성향을 보이는 점수만을 보정한

다. 표 6에서 보면 산출된 차이값을 평가대상 기준의 세

로방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뒤 편차 한계를 정하

고, 차이값을 보정한 것이다. 평가대상별 ｢평균+표준편

차｣를 편차 상한 값, ｢평균-표준편차｣를 편차 하한 값으

로 설정하고, 원래 차이값이 편차범위내에 위치하면 원

래 값을 적용하고, 원래 차이값이 편차 상한 값을 초과 

시에는 편차 상한 값을 적용하며, 편차 하한 값 미만 시

에는 편차 하한 값을 적용하여 보정한다. 표 6의 보정결

과를 보면 평가자2가 평가대상 A를 평가한 2.3점과 평

가자 3이 평가대상 B를 평가한 1.3점은 다른 평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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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각각 상

한편차인 2.0점과 1.2점으로 하향 조정되고, 평가자2가 

평가대상 C를 평가한 것은 다른 평가자들보다 낮게 평

가한 것으로 -2.7점에서 하한편차인 -2.4점으로 상향조

정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6. 절차 2. 편차 한계 설정 및 차이값 보정

Table. 6 Step 2. Set up the deviation limit and revise the 
differential value
①  Set up the deviation limit ② Revise the

differential value
Subject

Valuer A B C A B C

1 -1 0 1 -1 0 1
2 2.3 0.3 -2.7 ⇨ 2.0 0.3 -2.4
3 -1.7 1.3 0.3 -1.7 1.2 0.3

Mean -0.1 0.6 -0.4
STD 2.1 0.7 2.0

Upper Limit* 2.0 1.2 1.5
Lowest limit** -2.3 -0.1 -2.4

* Mean+STD   **Mean-STD

이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자들의 우선순위 평

균을 이용한 것으로 특정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의 평

균적 시각에 비해 우선순위를 지나치게 상이하게 줄 경

우(평균±표준편차) 이를 보정하는 것이다.  
차이값의 보정을 마친 후 보정된 차이값은 표 4의 평

가자별 평균점수와 합하여 표 7과 같은 표준화 점수를 

최종 산출한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별 점수를 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

정할 수 있다. 

표 7. 절차 3. 보정된 차이값에서 표준점수 산출

Table. 7 Step 3. Calculate the Standardization Score

 

① Revised differential
Value

② Standardize
 Score*

Subject
Valuer A B C Raw Score 

Mean A B C

1 -1 0 1
 +

7.0
⇨

6 7 8
2 2.0 0.3 -2.4 6.7 8.7 7 5.3
3 -1.7 1.2 0.3 7.7 6 8.9 8

Mean 6.9 7.6 7.1

* Rrevised differential Value + Raw Score mean

이와 같은 표준화방법을 편의상 ｢우선순위 편차한계 

적용법｣이라고 하겠다. 평균편차일치법이 평균과 편차

를 일치시키기 위해 모든 원점수를 보정하나, 우선순위 

편차한계적용법은 일정기준내의 원점수는 그대로 반영

하고, 범위외의 점수만을 보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8
을 보면 우선순위가 A>B=C순인 원점수를 표준화할 때 

평균/편차 일치법은 모든 점수가 보정이 되어 A>B>C
가 된 반면, 우선순위 편차한계법은 평가자 3이 부여한 

2개의 점수만을 보정하여 A>B>C의 결과를 얻었다. 

표 8. 평균/편차일치법과 편차한계적용법 비교

Table. 8 Comparison between the methods
①  Raw Score ② Mean

Deviation
③ Order

Priorities.
Subject

Valuer A B C A B C A B C

1 8.0 7.0 6.0 7.6 6.1 4.6 8.0 7.0 6.0 
2 8.0 6.0 5.0 7.7 5.8 4.8 8.0 6.0 5.0 
3 3.0 5.0 7.0 4.6 6.1 7.6 3.3 5.0 6.7 

Mean 6.33 6.00 6.00 6.65 6.00 5.68 6.42 6.01 5.91 
Rank 1 2 2 1 2 3 1 2 3

이와 같이 평균/편차일치법과 우선순위 편차한계적

용법은 보정효과가 유사하지만, 보정대상의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표준화 방법 비교

우선순위 편차한계적용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

해서 기존 표준화 방법 중 가장 성능과 안정성이 뛰어

난 평균편차일치법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입력되는 점

수는 표준정규분포와 균일분포 2가지를 적용하여 난수

를 생성하였고, 평가자의 수와 평가대상은 무기체계 연

구개발사업의 제안서평가 위원의 수와 입찰 참여수를 

고려하여 평가자 10명, 평가대상은 2, 3, 5개로 구분하

였다. 각 경우마다 100회의 반복실험을 하였고, 해당 결

과는 SPSS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하였고, 입력점수가 

서열척도임을 감안하여 Kendal's tau rank correlation 
coefficient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동시에 

산출하였다. 표 9는 평가 대상수에 따른 표준화방법별 

상관분석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평가 대상수에 관계없

이 유의수준 0.01에서 우선순위 편차한계적용법의 상

관계수가 평균/ 편차일치법보다 높고, 입력점수가 정규

분포일 경우보다 균일분포일 때 상관계수가 더 높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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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가대상수가 적어질수록 우선순

위 편차한계적용법의 상관계수가 평균/ 편차일치법보

다 높다. 평균/ 편차 일치법의 평가대상이 5개에서 2개
로 될 때 균일분포의 Kendall tau_b 상관계수가 0.905에
서 0.6으로 급격히 떨어지는데 반해 우선순위 편차한계

적용법은 0.942에서 0.860으로 낮아졌다. 이는 평가대

상수가 대규모인 면접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편차일치

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수가 적어질수록 평균/
편차일치법의 성능은 떨어지므로 제안서평가와 같이 

평가대상수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평균편차일치법보다 

편차한계적용법의 성능이 더 우수함을 보여준다.

표 9. 평가 대상 수에 따른 표준화방법별 상관분석 결과 

Table. 9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on standardization 
method

① Uniform Dist. ② Normal Dist.
# of 

Subjects Method Pearson
correlation

Kendall 
tau_b

Pearson
correlation

Kendall
tau_b

2

Mean 
deviation .600(**) .600(**) .570(**) .570(**)

Order 
Priorities. .860(**) .860(**) .880(**) .880(**)

3

Mean 
deviation .816(**) .848(**) .710(**) .750(**)

Order 
Priorities. .941(**) .953(**) .895(**) .915(**)

5

Mean 
deviation .841(**) .905(**) .782(**) .859(**)

Order 
Priorities. .898(**) .942(**) .895(**) .941(**)

** level of Significance 0.01

위와 같이 기존의 표준화방법은 평가자를 기준으로 

점수보정을 하였다면 우선순위 편차한계 적용법은 평

가대상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의 차이값에 따라 특정점

수만을 보정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편차한계 적용법

은 평가대상수가 적을수록 평균편차일치법에 비해 우

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전체점수를 보정하는 것이 아니

라 특정 점수만을 보정하여 평가자 원점수를 최대한 반

영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평가대상으로 구성되는 제안

서평가에 적용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변별력을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제안서평가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

규모 평가대상을 단일 그룹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

다. 만약 평가대상이 복수 그룹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각 그룹간 평균을 우선적으로 일치시킨 후 우선순위 편

차한계적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제

시하지는 않았으나, 평균을 일치시킨 후 편차한계적용

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평균편차일치법에 비해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안서평가와 같이 평가대상이 소규

모이고, 평가대상별 수준이 유사한 경우 평가자의 주관

적 성향을 보정함과 동시에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점수 

표준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성능이 가장 우

수한 평균편차일치법은 평가자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에는 계산자체가 불가능하고, 평가대상이 2개 일 경우

에는 점수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에 평가대상의 수가 소규모이고, 수준이 유사한 제안서

평가에 적용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제안서평가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표준화방법으로 우선순위 편차한계적용

법을 제시하였는데 평균편차일치법이 평가자를 기준으

로 보정하는 것이라면 편차한계적용법은 평가대상을 

기준으로 보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평가자의 평균

과 편차가 서로 다르다고 해도 개인별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바라보는 우선순위와 높낮이는 유사할 것

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이 방법은 모든 점수를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값만을 보정하기 때문에 원점수를 최

대한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평가대상별 높낮이를 상

대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대해 편파적으

로 부여되는 점수를 직접적으로 보정한다는 장점이 있

다. 객관적인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 표준화방법중 

성능이 가장 우수한 평균편차일치법과 상관계수를 비

교하였다. 평가자 수는 10명으로 하고, 입력점수는 표준

정규분포와 균일분포, 평가대상은 2, 3, 5개로 구분하여 

각 경우마다 100회의 반복실험 후 SPSS를 이용하여 상

관분석을 하였다. 실험결과 모든 경우에서 우선순위 편

차한계적용법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구나 평가대상수가 적어질수록 평균/편차일치법의 성

능이 떨어지고, 우선순위 편차한계적용법의 성능이 더

욱 우수하였다. 이를 볼 때 평가대상수가 대규모인 면접

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편차일치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제안서평가와 같이 평가대상수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평균편차일치법보다는 편차한계적용법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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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안서평가는 단일그룹으로 구성되고, 가

격점수와의 격차를 고려하여 점수 차이의 변별력이 중

요하기 때문에 평균 일치를 생략한 편차한계적용법만

을 제시하였다. 만약 평가대상이 복수 그룹이고, 점수 

차이의 변별력보다는 우선순위만을 결정하는 면접과 

같은 경우는 각 그룹간  평균을 일치시킨 후 편차한계적

용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이 경우에도 평균편차일치

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편차한계적용법은 평가위원의 성향에 따

른 편차와 특정평가대상에 대한 편파적인 점수보정이 

가능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원점수를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점수 변별력을 높임으

로써 제안서평가에 적용시 기술수준에 따른 합리적인 

우선순위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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