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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방법론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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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지속가능한 대북 에너지 지원체제 정립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서 대북지
원 최적 신재생에너지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AHP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BCR을 이용하여 속성을 구성하였으며, 정책전문가, 기술전문가, 외국인 및 내국인 등 
15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풍력에너지가 가장 적
합한 에너지원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응답자들의 특징에 따라 그룹을 설정하
여 분석한 결과 기술전문가들은 태양열에너지를, 정책전문가들은 풍력에너지를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했으며, 정책전문가들 중 국내 전문가들은 소수력에너지, 국외 전문가들
은 풍력에너지가 최적 대안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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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잘 알려진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부족 현상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북한의 에너지 수급 사
정이 악화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
으로 에너지 자원 생산 차질, 상당한 양의 원유 
원조를 받아오던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한 원유 공
급의 어려움, 90년대 중반 이후 연이은 자연재해
로 인한 에너지 공급 설비의 훼손 및 손실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이러한 이유들 이
외에도 ⑴ 북한 에너지 행정 체제의 불합리, ⑵ 
북한 경제 체제의 모순, ⑶ 사회주의 몰락과 북
한 대외 정책의 실패, ⑷ 북한 에너지 수급 체계 
불안정성 등 역시 북한의 에너지 부족현상의 원
인으로 들 수 있다.

그간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수로를 통한 기술지원 및 설비 제공, 중
유 및 전력 지원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지원 정책
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향후 대북 에너지 지원 정책
은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원조를 벗어나 북한의 
에너지 부족 현상을 타개함과 동시에 기술이전 
및 설비지원, 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대외 협력 
등을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원체제 정립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서 
대북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대북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기술 및 정책적 관점
에서 북한 에너지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남

북 에너지 협력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신재생에너지원을 지원하는 것
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최적 대안일지를 AHP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방법론

2.1 AHP

Saaty에 의해 제안된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는 다수의 대안에 대하여 다면적인 평가 
기준과 다수 주체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해 설계
된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이다. 평가자의 직관적
이고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정량
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포괄적인 의사결정 틀을 제시한다(정연재, 
2004). AHP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계
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나누고, 이
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 기법은 인간의 사고와 유사
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하여 구조화 
할 수 있으며,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비율척도화 하여 정량
적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AHP 분석은 각 계층간의 쌍대비교에서 시작된
다. n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계층에서, 항목  i

와 항목 j의 선호를 비교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로 하여, 비교행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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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을 수 있다. 각 항목의 가중치를 다음과 같
이 산정한다.

    


    ⋯   (1)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

     
 



      ⋯  (3)

위의 식을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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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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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즉,     이며, 이 식의 해는 가 

되고, 이에 대응하는 행렬 A의 eigenvector W를 
구할 수 있다.

  (5)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사고에 대해 일관성 평
가를 하게 된다. CI(consistency index)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6)

그러나 n이 커지면 CI값도 커지므로 일관성의 
판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RI(random 
index)로 보정한 CR(consistency ratio)를 사용
한다. C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7)

CR이 10% 이하 정도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2.1 Benefit, Opportunity, Cost, 
Risk(BOCR)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중 
하나는 속성의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AHP 방
법론에서는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속성을 선정하
게 되는데, 대북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관련된 
AHP 연구가 많이 수행된 바 없기 때문에 속성의 
선정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자료나 기존에 형성된 
전문가 집단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타
개하기 위하여 Benefit, Cost, Opportunity, 
Risk 의 네 가지를 속성으로서 설정하는 Saaty 
and Ozdemir(2003)의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Saaty and Ozdemir(2003) 는 음의 중요도
(Negative Priority)를 AHP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그들의 연구에서 Benefit, Cost, 
Opportunity, Risk(BOCR)를 상위 속성으로 설정
한 연구를 소개했다. 일반적으로는 의사결정에서 

양의 중요도(Positive Priority)만을 고려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사례에서는 Cost의 측면에
서, 적은 Cost를 유발하는 대안이 더 많은 
Benefit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음
의 중요도를 양의 중요도로 환산해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쁨-고통의 관계 또는 획득-분실
의 관계에서는 앞선 자동차 결정의 예처럼 두 속
성이 서로 역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즉, 고
통은 기쁨의 역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아무리 
약한 고통이라도 기쁨에 비한다면 거의 무한대로 
열등하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음의 중요도가 어
째서 AHP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
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Cost와 Risk 등 음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속성은 양의 중요도와는 반대
되는 가치를 갖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의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방
법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Saaty 
and Ozdemir(2003)은 그들의 연구에서 소개한 방
법을 이용하였다.

 저자들에 따르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benefit과 cost의 관계처럼 서로 반대방향의 기
준들이 쓰일 경우가 있는데, 쌍대비교 과정에서 
benefit은 ‘어떤 대안이 다른 대안에 비해 얼마
나 더 편익이 큰가?’를 평가하지만, cost는 
“어떤 대안이 다른 대안에 비해 얼마나 더 비용
이 큰가?‘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된다. 이러한 양
상은 opportunity와 risk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BOCR을 이용한 연구로는 Amy H.I.Lee(2008), 
Liang and Li(2008), Erdoğmuş et al.(2006), 
Lee et al.(2009), Wijnmalen(2007)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Benefit과 Opportunity의 구분은 장
단기적 관점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 
구분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
으며, 실제로 Poonikom(2004) 등은 Opportunity
를 제외하고 BCR만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BCR만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설문의 설계

설문은 2단계로 구성되었다. 우선 1차 설문은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 ‘자문’의 형식을 띠었으
며, 연구진의 내부 토의를 거쳐 구성된 속성의 
초안을 여러 전문가들에게 감수받는 과정을 거쳤
다. 1차 설문을 통해 수정된 속성 모형을 이용하
여 1차 설문의 대상은 정치학, 행정학, 남북문제 
및 에너지 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
로 설정하였다.

1차 설문 결과를 통해 초기 속성모형이 수정되
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2차 설문을 수행하였다. 
2차 설문은 본격적으로 속성 간 가중치 계산 및 
최종 대안 선정의 목적을 갖고 수행되었다. 2차 
설문 응답자들은 1차 설문 대상보다 더욱 다양해
진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으며, 전문가들은 몇 가
지 기준에 의해 그룹으로 설정되었다. 즉, 기술
전문가와 정책 전문가로 전체 응답자를 양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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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또한 정책전문가 그룹은 내국인과 외
국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3.2 설문 결과

1차 설문 결과 다음의 Table 1 과 같은 속성 
모형이 구성되었다. 또한, BCR을 이용한 AHP 분
석에서 사용되는 전략적 기준(strategic 
creteria)으로는 ‘정치적 요인’, ‘안보 요
인’, ‘인도주의적 요인’이 선정되었다.

Table 1  Employed Factors

1단계 2단계

Benefit

B1. 북한 내 에너지 공급

B2. 북한 내 지역개발효과

B3. 대북관계 개선

B4. 남한 관련산업 육성

Cost

C1. 설비 설치 비용

C2. 설비 유지보수비용

C3. 관련 인프라 설치비용

Risk

R1. 기술이전문제

R2. 북한 내 적합성

R3. 남한의 기술적 산업적 준비도

또한 총 7개의 대안 - 바이오가스, 소수력, 지
열, 태양광, 태양열, 폐기물, 풍력 - 이 제시되
어 최종 가중치 분석을 통해 최적 대안이 계산되
었다. 대안의 선정 역시 1차 설문을 통해 확정되
었다.

2차 설문을 통해 각 속성간 가중치 및 전략적 
기준의 가중치, 그리고 최종 대안이 계산되었다.
전략적기준을 이용한 전체 응답 계산 결과 BCR 
각각의 가중치는 Benefit(0.353), Cost 
(0.335), Risk(0.310)으로 도출되었다. BCR의 가
중치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는 가중치의 전체 평균값이다. 외견상 
BCR 각각의 하위속성들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설문 대상을 그룹
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룹 간 의견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Table 3). 
Benefit의 하위속성에 대한 기술전문가는 다른 
속성에 비해 특히 “B4. 남한 관련 산업 육성”
에 높은 가중치를 두었다. 또한 정책전문가는 평
균적으로 “B3. 대북관계 개선”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isk의 하위 항목에 대한 결과 역시 기술전문
가들은 “R1. 기술이전문제”를 가장 큰 위험요
인으로 꼽았으며, 비용에 대해 기술전문가들은 
설비 설치비용을, 정책 전문가들은 인프라 비용
에 비중을 두었다.

최종 대안의 순위는 Table 4.과 같이 분석되었
다. BOCR(BCR)을 이용한 AHP 분석시에 일반적으
로 최종 대안간 우선순위는 B/CR 혹은 bB-cC-rR 
의 식을 이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
을 모두 적용해 보았는데 A4. 태양광 과 A5. 태
양열의 순위가 서로 달랐고, 다른 대안에서는 순
위의 차이가 없었다.

속성 기술
정책

총 부문 국내 국외

B1. 0.17 0.21 0.25 0.31

B2. 0.13 0.09 0.12 0.22

B3. 0.24 0.42 0.37 0.27

B4. 0.43 0.26 0.25 0.18

C1. 0.57 0.18 0.18 0.18

C2. 0.15 0.39 0.37 0.42

C3. 0.27 0.41 0.45 0.38

R1. 0.67 0.31 0.24 0.42

R2. 0.14 0.47 0.47 0.43

R3. 0.17 0.21 0.29 0.14

속성 가중치

B
(0.353)

B1. 북한 내 에너지 공급
(0.262)

0.092

B2. 북한 내 지역개발효과
(0.166)

0.058

B3. 대북관계 개선
(0.306)

0.108

B4. 남한 관련산업 육성
(0.264)

0.093

C
(0.335)

C1. 설비 설치 비용
(0.276)

0.092

C2. 설비 유지보수비용
(0.325)

0.109

C3. 관련 인프라 설치비용
(0.397)

0.132

R
(0.310)

R1. 기술이전문제
(0.429)

0.132

R2. 북한 내 적합성
(0.362)

0.112

R3. 남한의 기술적 산업적 
준비도

(0.207)
0.064

Table 2  전체 가중치

Table 3  그룹별가중치

속성

가중치

B/CR bB-cC-rR

값 순위 값 순위

A1. 바이오가스 2.24 7 -0.18 7

A2. 소수력 3.32 4 -0.13 4

A3. 지열 2.68 5 -0.16 5

A4. 태양광 3.69 2 -0.11 3

A5. 태양열 3.66 3 -0.11 2

A6. 폐기물 2.66 6 -0.16 6

A7. 풍력 3.92 1 -0.10 1

Table 4  대안간 우선순위

3.3 토의

우선 설문 대상자들의 소속 집단에 따라 대북 
신재생에너지지원에 대한 관점이 다르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북 신재생에너지 지원
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연
구자들의 사전적 추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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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및 Cost 항목 역시 해당 집단의 관심의 초
점이 서로 다름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전문가를 국적에 따라 나눈 국내/국외의 
구분에서 역시 집단의 특성별로 다른 응답 결과
가 나타났다. 즉, 국외 정책 전문가의 경우 
Benefit의 하위 속성들 중 Benefit의 수혜대상이 
한국에 한정되는 항목들(B3, B4) 보다는 B1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는 그룹별 대안 순위이다. 그룹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국외의 구분에서 외국인들은 풍력에너지가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응답한 반면 국내 전문가들은 
풍력에너지가 비교적 적절치 않다고 응답(5위)하
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즉, 국외 전문가들은 국내 전문가들
에 비해 비교적 한국의 자연여건이나 기술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국제정세에 의한 대북 지
원 문제에 관심이 많음에 따라 그 동안 국제사회
에서 실제로 북한에 지원된 바 있는 풍력에너지
가 유망한 대안이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순위 기술
정책

총 부문 국내 국외

1 A5 A7 A2 A7

2 A3 A4 A6 A4

3 A4 A5 A1 A5

4 A2 A2 A3 A2

5 A7 A6 A7 A6

6 A6 A1 A5 A3

7 A1 A3 A4 A1

Table 5  그룹별 대안 우선순위 선정 결과

4. 결 론
 

본 연구는 향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원체제 
정립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서 대북 신재생에너
지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북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기술 및 정책적 관점에서 북한 에너지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 
중 하나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에너지라는 특
성상 국제적인 기술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며, 본 연구에서는 어떤 신재생에너지
원을 지원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최적 
대안일지를 AHP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의 선정은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지원 당시의 국내외 상황 및 북한의 여건을 고려
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바로는 남한의 기술여건이나 국제적 여건
을 고려할 때 태양열이나 태양광, 풍력 등이 가
능한 대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간의 에너지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전문
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북 지원가능 신재
생에너지원에 대한 대안을 확인한 바,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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