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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초고령화, 소득저하와 맞물려 생산가능

인력의 유출과 감소 등 많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농촌지역지원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2000년대를 전후해서 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소득증

가, 주 5일제 도입, 지방화․분권화 등 농촌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농촌

지원 사업에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이 농촌마을종

합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연차를 거듭할수록 정책적, 소속집단 간의 갈등,

경험 및 운영관리 미숙, 자원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업의 대상권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GIS 기반의 입지분석기

법과 다기준의사결정법을 적용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으로 대상권역을

선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권역 선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 방법론

을 적용하였다.

첫째, 권역선정 시 필요한 기준 지표를 선정하였다. 기존에 입지분석

및 농촌지역개발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연구들을 분석하고, 사업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 결과와 문헌조사 등을 통해 후보지표를 정하였다.

이 중 최종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측정가능성, 객관성, 이해용이성, 명확

성, 대표성을 기준으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28가지 지표 중 중복되거나 기준미달의 점수를 받은 11가지 지표는 제외

하고 기준이상의 점수를 받은 17가지 지표를 권역 선정 모델의 지표로

정하였으며 크게 입지여건, 권역설정의 적합성, 인문 사회 , 법적제약, 발

전가능성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각 선정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자연환경 자료 구축

을 위해 대상 권역의 경계를 추출하고 강원도 전체 연속수치지도과 중첩

하였으며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생성하여 지형데이터를 추출



하였다. 그 밖에 대상지의 인문 사회 및 기타 자료는 위성지도와 용도지

구도의 디지타이징 작업과 각 지자체의 통계자료, 대상지의 예비 및 기

본계획 자료를 종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을 효

율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급화를 실시하였다. 25개 권역의

지표값들에 대해 기준 등급 값을 선정하고 percentile을 적용하고 이를 5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등급화 하였다.

셋째, 선정된 지표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지표별 가중치

를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다기준의사결정법 중 하나인 AHP기법을 적용

하였다. 지표들 간 상대적 중요도의 쌍대비교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일관성 검증을 통해 최종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역 선정 모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권역 선정 모델을 검증용 권역에 적용한 결과에

대한 유용성 평가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에서 대상 권역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평가 결과와 본 연구에

서의 평가 결과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중점을 뒀던 권역 설정 적절성과 발전가능성 항목 및 요소들

이 검증결과에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권역을 선정할 경우

성공가능성과 추진력이 보다 높은 권역을 선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려한 요소 외에 지도자의 마인드,

주민의 사업관심, 권역의 인지도 등 다양한 정성적 요인들이 있으나 계

량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한 요인들과

정성적 요인들을 고려한 모델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GIS, 입지분석, 다기준의사결정

법, AHP

학번 : 2005-2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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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발전과 함께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

지기 시작하면서 노동생산성의 주축인 젊은 층이 더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을 쫓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에 도

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37.2% (927만 여명)에서 1970

년에는 약 1,573만 명으로 50%를 넘어서게 된다. 2010년 우리나라 인구

의 약 90.9%(4,528만 명)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는

10%가 안 되는 인구만이 남아있다. 또한 이미 많은 농촌지역이 초고령

사회1)에 포함되어, 농촌에서 유소년인구2) 및 생산가능인구3)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는 농촌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문제이지만 그 중에서도 농촌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양상

을 보이고 있으며, 2030년 이후에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거의 사라질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0년까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소

득 대비 97%에 달해 큰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연이은 FTA 협상과 각

종 농자재가격의 상승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농가소득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2000년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80.5%로 차

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최근 2010년에 접어들어서는 66.8%4)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5)

이 같은 농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

고 추진해왔다. 1960년대 시범농촌건설사업과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같

1) 초고령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20%이상

2) 유소년인구 : 만 0-14세 인구

3)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4) 지자체통계연보, 통계청 홈페이지

5) 권일(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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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와 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빈곤과 극심한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증대와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이 진행되었고,

80년대에는 주택, 도로 등의 정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개발사업을 수

립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90년대 접어들면

서 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2000년대 전후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활용,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

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농정에서 농촌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농촌발전 정책이 강화되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

다. 특히 농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주 5일제가 도입됨에

따라 농촌의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 있게 활

용하기 위한 개발 사업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이 적극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의 성격과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계획적 개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2000년 이후 추진되는 여

러 사업 중 가장 중심에 있는 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6)이라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기반, 지역소득기반, 지역경관개선, 그리고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역량강

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농촌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법적, 행정적 다수의 리 단

위를 하나로 묶어서 권역단위로 마을을 통합하고 주민을 주도적으로 사

업에 참여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지역경관 개선,

기초생활 기반시설확충, 소득증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창기 기본계획수립을 제외하고 사업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있던 농

6)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2011년 권역단위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명칭변

경 (본 연구의 대상지은 2010년까지 선정된 권역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명칭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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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완료되는 권역이 발생했으나 완료 또

는 추진 중인 권역을 대상으로 한 중간, 준공평가 및 사업진척에 따른

결과에서 사업을 완료한 권역은 36개 중 19개 권역으로 약 52.7%에 그

쳤다. 그 이유로는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갈등부분, 역량부분, 자연환

경부분, 경제적부분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을 저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서는 사업선정부터 계획수립단계, 사업진행단계, 준공단계, 사후단계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각 진행단계에

대한 문제점 분석은 물론, 자원, 주민, 인문·사회요소 등 대상지의 요소

별 분석 작업을 통해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점의 보완과

권역선정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

하여, 사업의 첫 단계인 권역 선정에 있어 보다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평

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이론적·실용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권역선정을 위한 고려요소를 재정의하고 계량화하여

상대적으로 더 좋은 사업조건을 가진 권역을 선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

발하고자 한다. 또한 통계적으로 신뢰성 높은 의사결정 방법론을 기반으

로 좀 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구축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점수화 프로세

스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

업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그로 인

해 의사결정권자는 더욱 명확한 근거로 투명성 높은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있고, 지역 담당자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으며 향후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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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동향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추진 과정과 사업유

형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다.

박시현 등(2004)은 2004년에 선정된 권역을 대상으로 시범적 모니터

링을 실시하였고,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사후관리단계까지 지속적인 모

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는 중앙부처

에서 모니터링을 전담으로 하고,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중앙부처 또는 도

단위의 모니터링 조직과 해당권역의 추진위원회가 함께 모니터링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

송인성 등(2004)은 2004년에 선정된 전체 36개 대상권역에 대하여 사

업계획내용의 빈도분석과 사업비추진현황 분석을 통해서 기반시설재정

립,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 운영비 지원, 소득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의 각

부문 별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행욱(2005)은 농촌마을의 사회적 특성과 공간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공간구문론

(Space Syntax)을 이용하여 2004년 전남지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된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간구문인자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공간구

문인자로부터 마을별 공간구조 특성과 권역 내 외부공간구조를 분석하여

마을공간정비의 정량화된 계획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한성(2006)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시에 계획에

포함된 사업(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농촌관광시설,

경관시설, 환경시설, 운동․휴양시설, 재해대비시설)들 간의 투자우선순

위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과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 그리고 이에 대

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간의 가중치를 정하여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의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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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2008)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선정

권역을 4가지 유형(비도시지역, 도 농복합지역, 대도시 교외지역, 농촌지

역)으로 분류하고 4개의 사례권역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경량 등(2006)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 5단계(권역선정단계

-계획수립단계-사업시행단계-사업완료단계-사후단계) 중 사업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단계와 사업완료단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기반확충, 생활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사

업추진체계구축부문에 대하여 평가항목들(추진실적, 사업성과, 운영능력)

을 선정하고 이를 AHP기법으로 각 항목 내 지표(계획대비추진실적, 주

민만족도, 지역파급효과, 운영계획수립, 마케팅전략)의 중요도를 측정하

여 중간 평가체계를 개발했다. 하지만 지수를 계량화하여 나타내지는 못

하였으며 또한 평가체계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평가의 신뢰

성을 알 수 없었다.

전종생(2006)은 각 마을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지역인프라(인적자원,

기초생활환경시설, 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농업특화도, 소득기반시설,

산업화 자원), 문화 및 생태(교육문화자원, 생태자원, 관광자원) 등을 제

시하였으며, AHP로 각 지표들의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지리적·지형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왔으나 그

에 대한 지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승한 등(2010)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항목(도농교류 및 지

역역량강화, 생활문화건강복지시설, 녹색소득기반시설, 생태환경경관시

설)들을 일반화, 체계화하고 AHP기법 형태의 델파이조사를 1, 2차로 수

행하여 각 항목들 간의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김동기(2011)는 2009년 준공 및 예정권역인 36개 권역 중 5개 권역을

선정하고 우수권역과 부진권역에 따라 주민요인(지도자 역량, 지역공동

체, 소득사업 활성화), 외부요인(재원의 확보, 연계사업, 외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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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요건(접근성, 잠재고객, 자원활용)으로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

였으나, 분석지표의 정량화가 이뤄지지 않아 지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충북개발연구원(2010)에서는 농촌에 지원되는 다양한 사업의 진행현

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상의 가장 큰 문제

점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토지확보문제, 각 마을의 의견통합의 어려움

과 마을간 다툼 등을 조사하였다. 1개의 권역은 여러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업 진행 시 서로 자기 마을에 더 많은 사업을 우선적

으로 배치하려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향후 발전방향

을 제시하기 위해 사업별, 단계별, 유형별로 다양한 분석과 평가방법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사업의 진행이나 완료과정에서

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법을 도출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진행현황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업진행의

첫 단계인 권역선정의 단계에서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을 사전에 파악하여 권역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권

역선정과정에서 필요한 지표들을 선정하고 분석지표의 정량화와 객관적

지수분석 과정을 통해 개선된 권역선정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다

양한 사례지역에 이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향

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입지분석은 GIS의 발달과 함께 도시 및 자연환경, 시설물 입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어 연구되었고, 최근 연구에서는 다기준의사결정

법을 고려한 다수의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홍성언 등(2003)은 기존 도시 공원 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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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GIS 공간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도시 근린공

원의 분포특성 등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AHP기법을 이용하

여 공원입지 가능지역을 분석하였다.

전상희(2011)는 풍력발전소 입지 선정을 위해 바람자원과 같은 자연적

요인 외에도 환경보호요인, 인간피해 요인,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였으며

요인에 따라 적절한 등급과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AHP기법을 활용해 요인

의 중요도를 산출하여 사례지역의 적절한 풍력발전소 위치를 제시하였다.

이용익 등(2006)은 대형할인점의 입지영향인자(인구학적 변수, 경제학

적 변수, 주변 환경 변수)를 수집하고 연구대상 지역의 공간 자료를 구

축하여 공간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공간 연관규칙을 추

출하고 검증을 통해 매출에 이익을 주는 할인점 최적입지 선정을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이 입지 및 적지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입지분

석을 위해 자연, 지형, 지리적 인자와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들

이 있는 반면, 입지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되었다. 또

한, 각 지표의 중요도를 적용하는 과정에는 AHP기법을 가장 많이 활용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농촌마을종합개

발사업의 선정과정에서 필요한 지표들을 선정하고 또한 그에 대한 중요

도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AHP기법을 활용하여 권역 선정모델 개발

을 도출,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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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선정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강원도 지역의 완공 및 완료예정인 38 권역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진행과정 중 첫 단계인 권역 선정

을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입지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다중지표에 계층적의사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결정함으로써 권

역 선정을 위한 모델을 도출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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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흐름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첫째, 기존에 입지분

석 및 농촌지역개발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농촌마

을종합개발사업의 권역선정 시 필요한 기준 지표를 조사하고 전문가 설

문조사를 통해서 최종 지표를 선정한다. 둘째, 선정지표의 데이터 구축을

위해 위성지도와 용도지역지구도를 이용한 디지타이징(digitizing) 및 공

간분석, 각 지자체의 통계자료 및 대상지의 예비ㆍ기본계획 자료를 종합

하여 데이터를 구축한다. 셋째, 권역 선정 과정에서 지표들을 효율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해, 25개 대상 권역에 대해 기준 등급 값을 선정하고 5등

급화 한다. 넷째,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다기준의사결정

법 중 하나인 AHP기법을 활용하여 각 지표에 가중치를 산정하고 부여

한다. 다섯째, 앞의 과정을 통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 선정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테스트용 대상 권역에 선정모델을 적용한다. 또한 평가결

과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상 권역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평

가점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강원지역은 2010년 기준 고령화율은 전남과 경

북지역 다음으로 높고, 소득저하부분 역시 하위권이다. 또한 자연환경 부

분에서는 경관이 수려하고 계곡, 산지 등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반면 많

은 산악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산림 및 보호지역이 비중이 높아 외

부자본 유치에 의한 개발에 제약이 많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강원

지역은 정부 지원 사업에 많이 의지하고 사업 유치에 대한 의욕이 강하

다. 이처럼 다른 지역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

으므로 강원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한다. 2장에서는 권역선정과정

에 필요한 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에 대한 데이터 구축, 계량화를 위한

지표값의 등급화와 가중치 산출을 통해 권역선정 모델을 도출한다.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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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개발된 권역선정 모델을 검증용 대상권역에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도출하고, 이를 선행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개발된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 그리고 향

후 과제에 대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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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권역 선정 모델 개발

[그림 2-1] 권역 선정모델 개발 흐름도

권역선정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림 2-1>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

한다. 우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입지분석관련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

해 후보지표를 선정하고 지표선정기준에 따른 전문가 설문지 조사를 실

시하여 최종지표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표는 계량화를 위해 백분위수

(percentile)를 활용하여 등급화하고 각 지표의 중요도를 나타내기 위해

AHP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 권역 선정 모델을 도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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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후보지표 선정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고찰

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추

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이에 사업 추진과

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을 고찰하고, 이들 문제점을 계량할 수 있

는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권역 선정 시 문화적 배경과 마을간 역사가 비슷하고 인근 주

민과의 유대감이 강하여 공동 활동이 가능한 3～8개의 행정리가 하나의

권역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권역을 이루는 각 마을은 마을별로 사업비의

균등 배당과 우선투자, 주요시설의 유치 등의 사항을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각 마을의 의견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30억에

서 70억 사이의 한정된 사업비를 중심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

나 부지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은 중심지역에 집중투자 하는 것보다 효

과가 떨어진다(강종원, 2006). 반면, 중점지역을 설정하고 그 중심지역과

인근지역에 집중투자하면 시설에 따라 분산되는 것보다 큰 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권역 내 마을의 수, 권역

면적, 내부접근성을 후보 지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권역의 외부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연계할 수 있는 자연환경

이나 문화, 체험과 같은 관광자원의 부재는 거주인구 및 방문자 수 증대

와 소득향상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접

근성이나 관광자원의 개수도 권역선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소득기반사업의 경우는 마을주민의

10인 이상이 법인을 결성하고, 소득기반사업비의 20%와 토지를 제공해

야 한다. 성격상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자부담

의 의무화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농촌마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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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마을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

하여 생산 가능한 인력과 관련된 고령화율과 마을의 평균소득을 후보 지

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권역에서 개발이 진행될 부지의 용도가 개발제한지역인 경우에

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며, 부지 매입이나 시설물이 설치될 부

지를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결과적으로, 토지이용현황, 용도지

역지정현황이나 생태자연현황과 같은 법적, 제도적 제약도 권역을 설정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사업 완료 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마을 지도자나 주

민의 역량의 문제로, 지도자나 추진위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농

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전에 정부 및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유치, 마

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축제나 도농교류 행사, 그리고 외부조직과의 자

매결연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권역은 그렇지 못한 권역에 비해 사후운

영관리가 원활하며 성공적인 권역의 요건이 될 것이다. 또한, 농촌마을종

합개발사업과 같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사업형태에서는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각 마을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참여한 마을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주민과 지

도자의 역량 부족으로 각 권역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

할 수 있다. 즉, 사업 완료 후 시설물의 유지나 활용이 저조하여 오히려

마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마

을 지도자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한 부분이다(김동기, 2011). 따라서 권역

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활성화, 다양한 연계사업유치

경험과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한 지표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권역 선정을

위한 고려요소로 권역 내 마을 수, 권역면적, 내부접근성, 권역의 고령화

율과 평균소득, 지역공동체활성화나 연계사업유치 여부, 그리고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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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역시 후보 지표에 포함시켰다. 그 밖에 입지여건, 인문․사회항목에

속한 지표와 권역 내 법적제약에 관련한 지표는 입지분석 연구의 고찰을

통해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항목 지표

인문/사회
고령화율

평균소득

권역설정적합성

마을 개 수

권역면적

내부접근성

발전가능성

지도자 역량

공동체 활성화

연계사업유치

표 2-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고찰 후보지표

2. 입지 분석관련 연구 고찰

송병화 등(2004)은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의 입지결정과정에서 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를 고려하기 위하여 9가지 평가지표(표고, 경사, 향, 조

망경관, 식생, 수계, 철도, 도로, 취락현황)를 선정하였고, 쌍대비교법을

이용하여 평가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김황배 등(2006)은 국가수치기본도와 접근성이론을 GIS 공간분석기법과

접목하여 충청남도 도청 후보지를 선정하고 각 후보지의 위치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 후보지별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도출한 바 있다.

박유민(2011)은 농업입지연구의 한 사례로서 공간통계기법인 Kriging

과 다기준의사결정법인 AHP를 통합 분석하여 복분자의 재배 적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인문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적 특화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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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하는 복분자 클러스트의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농업입지연구와 관련하

여 계량적인 공간분석 방법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김광득 등(2012)은 풍력에너지 시설물의 적지분석을 위해 지형(경사,

사면방향, 고도), 경제(주택지구, 사업지구, 도로접근성, 개발제한), 문화

적(관광지, 유적지, 문화재) 환경요소들을 GIS DB화재구축하고 AHP를

통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구축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지분

석 시스템 모듈 개발과 동시에 현장정보 구현과 3차원 객체구현 및 결과

물 표출 등 풍력에너지 시설 관련 종합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Web

GIS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김두순 등(2013)은 생태마을 입지분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크게 자

연환경요소(표고, 경사도, 향, 배수, 지질, 하천, 임상), 인문/사회적 요소

(토지이용현황, 도로, 버스정류장, 학교, 병원, 읍․면사무소, 상․하수도,

공장, 철도), 법제적 요소(개발제한행위)로 분류하고 이를 입지분석 요소

의 주제도 작성과 생태마을 입지로 적합한 지역을 도출하는 중첩분석 연

산과정을 정리하여 생태마을 입지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한동 등(2012)은 선사시대의 입지분석을 위해 고도, 사면경사도, 수

계 최소거리, 사면방향, 지질, 토양배수등급, 심토토성, 토지이용현황 등

의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을 GIS를 통한 등급화 통계분석

방법(분위수방법과 자연결점법)으로 조사하였고 유적의 존재가능성을 분

석하여 선사시대 정착의 패턴을 규명하였다.

앞서 고찰된 입지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정리

하면 <표 2-2>7)과 같다.

7) A: 이한동(2012) ,B: 김황배(2006), C: 김두순(2013), D: 김광득(2012)

E: 송병화(2004), F: 박유민(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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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항목 A B C D E F

자연

환경

경사 ○ ○ ○ ○ ○

표고 ○ ○ ○ ○ ○

주경사방향(향) ○ ○ ○ ○

토지이용현황 ○ ○ ○

하천 ○ ○ ○

조망경관 ○

토양배수 ○ ○ ○

지질분포 ○ ○

식생 ○ ○

인문/

사회

공장 및 상업시설 ○ ○

상하수도 ○

동사무소거리 ○

버스정류장 ○

철도 ○ ○

외부로부터 접근성 ○ ○ ○ ○ ○

교육시설거리 ○

병원거리 ○

대상지면적 ○

관광자원 ○

마을 간 거리 ○

법적

제약

용도지역지정현황 ○ ○

생태자연현황 ○ ○

표 2-2 기존 입지선정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

고찰 결과, 표고와 경사,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6개 연구 중 5개의 연

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주경사방향이 4개의 연구, 토지지목별 현황과 하천,

토양배수가 각각 3개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표고는 입지분석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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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

입지 여건

경사

표고

주경사방향

하천

조망경관

토양배수

지질분포

식생

인문/사회

공장 및 상업시설

상하수도

동사무소거리

버스정류장

표 2-3 입지분석 고찰 후보지표

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표고가 높은 지역은 경

사가 급하고 훼손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되므로 표고는 높을수록 개발의

제한적 요인이 되고, 녹지는 표고가 높을수록 보전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김용기, 1997). 또한 경사도 역시 입지분석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

는데, 경사가 급한 지역은 훼손 범위가 커지고 따라서 식생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김용기, 1997).

기존의 입지선정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된 지표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

여 공통적으로 사용된 기본적인 인문·사회적인 요소와 자연·환경적 요소,

그리고 법적 제약 요소를 도출하였다. 입지여건에서는 표고, 경사, 향, 토

지지목, 하천지질, 조망경관, 토양배수, 그리고 식생을 후보 지표로 추가

하였고, 인문·사회에서는 후보 지표로 공장 및 상업시설, 상하수도, 동사

무소거리, 버스 정류장, 철도, 외부접근성, 인근 교육시설, 인근 병원, 대

상지 면적, 인근마을접근성 그리고 관광자원을 후보지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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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외부접근성

교육시설거리

병원거리

대상지면적

관광자원

인근마을접근성

법적제약

용도지역지정현황

생태자연도현황

토지이용현황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권역 선정을 위한 후보 지표는 입지여건(표

고, 경사, 향, 하천, 지질, 조망경관, 토양배수, 식생), 인문·사회(공장 및

상업시설, 상하수도, 동사무소거리, 버스 정류장, 철도, 외부 접근성, 인근

교육시설, 인근 병원, 고령화율, 대상지 면적, 관광자원, 내부접근성, 마을

개 수, 평균소득), 법적제약(용도지역지정현황, 생태자연도현황, 토지이용

현황), 발전가능성(공동체마을활성화, 지도자역량, 연계사업유치)과 같이 5

개 항목, 30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후보지표 중 인근마을접근성,

대상지면적은 각각 내부접근성과 권역면적지표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지

표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8개의 후보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2-4>는 본 연구의 권역선정 모델 개발을 위한 후보 지표를 정리한 것이

다.



- 19 -

항 목 지 표

입지여건

경사

표고

주경사방향

하천

조망경관

토양배수

지질분포

식생

인문/사회

공장 및 상업시설

상하수도

동사무소거리

버스정류장

철도

외부접근성

교육시설거리

병원거리

권역면적

관광자원

내부접근성

고령화율

평균소득

마을 개 수

법적제약

용도지역지정현황

생태자연도현황

토지이용현황

발전가능성

지도자 역량

공동체 활성화

연계사업유치

표 2-4 권역선정 모델 개발 위한 후보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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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권역선정을 위한 모델 지표 선정

1. 지표선정기준

목적에 적합한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상인 사업의 특성이나

형태에 따라 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이 선행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과정 중 첫 단계인 권역선정단계이므

로 그와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국가나 국제기구에

서 사용되는 지표선정기준은 크게 지표설정목적과 지표작성기술 부분으

로 구분되어있으며 이용우 등(2003)은 이를 토대로 지표선정기준을 종합

적으로 정리하였다.

① 정책적 적합성(policy relevance) 또는 대표성: 정책의 이슈와 관련

높을 것

② 타당성(validity) 또는 객관성: 지표의 작성이 신뢰할 만한 방법론

에 의한 과학적 타당성이 있을 것

③ 단순성(simplicity) 또는 용이성: 지표의 의미 및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④ 지속성(continuity):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자료갱

신이 가능하여야 함

⑤ 유용성(availability): 적절한 시간과 비용수준에서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여야함

⑥ 종합성(comprehensiveness): 실용적 측면에서 총체적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함

⑦ 민감성(sensitivity): 크고 작은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⑧ 신뢰성(reliability): 반복 측정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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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을 토대로 사용되는 지표선정기준은 <표 2-5>와 같다.

구 분 내 용

측정가능성
계량화가 가능한지

단위의 정기적 측정이 가능한지

객관성
공식통계에 의해 지표산정이 가능한지

지표산출식이 객관적인지

이해용이성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가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이 높아 일반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지

명확성
지표 값 및 그 추이가 지속가능발전의

진전차원에서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대표성
국토개발의 이슈 및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지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

표 2-5 지표선정기준

자료: 이용우,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2003 참조 

2. 최종지표선정

<표2-5>와 같이 5가지 지표선정기준으로 후보 지표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담당자(지자체, 농어촌공사), 관

련 전문가(학계 , 업계 종사자) 45명을 대상으로 각 지표선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35부 약 78%가 회수되었다. 항목에 대한

척도는 이용우 등(2003)의 기준과 같이 (매우적합: 5, 적합: 4, 보통: 3,

부적합: 2, 매우부적합: 1)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결과 지표의 평균

점수는 19.57점으로 나타났다.

항목에 따른 평균 점수는 <그림 2-2>와 같이 입지여건 19.20, 권역

설정적합성 19.98, 인문 사회 18.93, 법적제약 20.73, 발전가능성 20.50로

나타났다. 지표선정기준에 의한 항목 별 평균점수는 법적제약항목이 가

장 높은 점수, 인문 사회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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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18.50 
19.00 
19.50 
20.00 
20.50 
21.00 

항목별평균

평균

[그림 2-2] 지표선정 기준 항목별 평균

아래의 그림들은 각각 후보지표들의 지표점수와 그에 대한 히스토그

램으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2-3>, <그림 2-4>). 히스토그램 상에서 보

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평균인 19.57 이상

을 나타내는 상위그룹 15개의 지표와 평균을 약간 밑도는 중위그룹 2개

의 지표, 그리고 평균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하위그룹 11개의

지표로 나누어진다.

[그림 2-3] 후보지표 점수에 따른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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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각 지표의 점수와 최종지표선정

후보지표 중, 최종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

균이상 값을 가지는 상위그룹의 지표 15개를 최종지표에 포함한다. 그리

고 평균보다 근소한 차이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중위그룹에는 권역면

적과 경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경사도는 경사가 급한 지역의 훼손 범위

가 커지고 지역마다 개발의 제약이 따르는 지표이므로 입지선정에 미치

는 영향이 클 것(김용기, 1997)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최종지표에 포함한

다. 또한 권역면적의 경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현황과 활용방안의

조사항목의 일환으로 자주 사용되고 권역설정의 적합성항목의 지표로 내

부접근성과 마을 수와 함께 중요한 지표로 판단되어 최종선정지표에 포

함하고 나머지 하위그룹의 11개 지표들은 최종선정지표에서 제외한다.

정리하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권역 선정 모델 개발을 위한 최종

항목과 지표로써 5개 항목 입지여건(경사도, 표고, 외부접근성, 하천, 주

경사방향), 권역설정 적합성(권역 내 마을 수, 내부접근성, 권역면적), 인

문․사회(고령화율, 평균소득, 관광자원), 법적제약(생태자연, 용도지역,

토지이용), 발전 가능성(지도자 역량, 공동체 활성화, 연계사업 유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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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과 같이 17개의 지표를 선정한다.

항 목 지 표

입지여건 외부접근성, 주경사방향, 하천/교량, 표고, 경사도

권역설정 적합성 권역 내 마을 수, 내부접근성, 권역 면적

인문/사회 고령화율, 평균소득, 관광자원

법적제약 생태자연도, 용도지역현황, 토지이용현황

발전가능성 지도자 역량, 공동체 활성화, 연계사업 유치

표 2-6 최종선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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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표데이터 구축

연구대상 권역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강원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38개 권역으로 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앞

서 선정된 17가지 지표에 대한 자료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준을 참

고하여 구축하였다. 38개 권역 중 약 2/3인 25개 권역은 지표의 등급화

를 위한 분석용 자료로 활용되며, 1/3인 13개 권역은 개발된 모델에 대

한 검증용 자료로 활용한다.

항목 지표 기준
비고

(단위)

입지여건

외부접근성
인근 IC로부터 권역 내 관공

서나 마을회관까지 최단거리
km

주경사방향 남향을 기준으로 북향 S,N,E,W

하천/교량 하천교량/하천 개수 개수

표고 권역 내 평균표고 m

경사도 권역 내 평균경사도 %

권역설정

적합성

권역 내 마을 수 권역 내 행정리 수 개수

내부접근성 마을 간 최단거리평균 km

권역 면적 대상지 면적 ha

인문/

사회

고령화율 전체인구대비 고령비율 %

평균소득 연간 평균 소득 (백만원)

관광자원 자연, 문화자원 등 개수 개수

법적제약

생태자연도 면적대비 1등급 면적 %

용도지역현황 면적대비 자연보호 면적 %

토지이용현황 면적대비 대지, 잡종지 면적 %

발전

가능성

지도자 역량 리더의 교육 및 수상경력 횟수

공동체 활성화 연간축제 및 자매결연활동 횟수

연계사업 유치 다양한 연계사업의 유치 횟수

표 2-7 권역선정 지표별 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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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주요 지표 데이터 구축 과정

<표 2-7>지표 기준에 따라 <그림 2-5>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17가

지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것이다.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

추출 방법과 원천 데이터에 따라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 ‘데이터-1’ 그룹은 수치지형도와 GIS 공간분석 도구(본 연구에서는

ArcGIS)를 활용하여 표고, 경사도 주경사방향, 하천, 도로 등의 데이터를

추출 또는 가공함으로써 얻어진다. 둘째, ‘데이터–2’ 그룹은 항공사진과

도로망도를 활용하여 외부로부터의 권역 접근성과 권역 내 내부접근성을

측정함으로써 추출된다. 셋째, ‘데이터-3’ 그룹은 CAD SW(본 연구에서

는 AutoCAD)를 활용하여 권역의 경계에 따라 용도지도의 경계선을 디

지타이징함으로써 데이터를 추출한다. 끝으로 ‘데이터-4’에서는 예비 혹

은 기본계획보고서와 자자체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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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강원지역 권역 경계

1. 입지여건

입지여건 항목에 해당하는 지표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우선, 강

원지역 내 각 대상권역에 대해 경계를 추출하였다. 권역은 보통 2～6개

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리 단위의 행정경계를 취득한다. 일

부 지자체에서는 행정경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수치지도로 나타난 법

정경계를 취득하고 위성지도와 행정리 면적, 타 자료에서 사용되었던 경

계를 활용하여 디지타이징 작업으로 행정리 경계를 추출한다. 이 같은

과정으로 추출된 행정리 경계를 통해 권역 내 포함된 행정리 경계들을

병합함으로써 <그림 2-6>와 같이 강원지역 내 권역 경계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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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권역 경계와 공간분석기법을 통해 대상지의 수치표고모형

(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생성하여 표고, 경사도, 주경사방향을

계산한다. 표고 값과 경사도 값의 추출의 기준은 권역 내 평균 표고로 하

고, 주경사방향은 동, 서, 남, 북을 기준으로 권역 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경사방향을 대상으로 한다(문정현, 1998). 외부접근성의

계산을 위해 권역의 인근 고속도로 IC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 출구로부터

권역까지 최단 거리를 위성지도를 통해 조사한다. 하천은 하천의 개수 대

비 교량의 개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지표 추출을 위해 연속수치지도

상에서 국가하천을 비롯한 지방천 이상의 하천에 포함된 교량의 수를 조

사한다.

2. 권역설정 적합성

권역 설정의 적합성에서는 권역 내의 행정리 개수는 예비 및 기본계획

보고서를 통해 조사하고, 내부접근성에서는 Naver, Daum의 위성지도를

활용하여 권역 내 각 마을의 중심에 해당하는 마을회관 혹은 노인회관을

기준으로 도로상 평균거리를 조사한다. 권역면적은 앞서 추출된 권역경계

를 Auto CAD상에서 활성화하여 경계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출한다.

3. 인문 사회

인문․사회의 데이터 구축의 일환으로 고령화율은 권역전체 인구 대

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평균소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관광자원은

계획수립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하며 권역 내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의

자원의 개수를 측정한다.

4. 법적제약

법적제약 항목 중 생태자연도는 권역 전체 면적 대비 개발 사업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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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약이 있는 생태 1등급 지역과 권역 전체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고, 용

도지역지정현황은 역시 개발 사업에 많은 제약을 주는 자연보호구역의 면

적과 권역 면적의 비율로 측정한다. 각 지표의 원자료는 대부분 기본계획

의 현황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며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권역에 대해서는 앞서 추출된 권역의 경계와 생태자연도를 매칭하여

생태 1등급 지역을 <그림 2-7>와 같이 디지타이징하여 추출한다. 용도지

역지정현황 역시 대부분 지자체 통계자료나 기본계획보고서에서 추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생태자연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 2-7>과 같

이 용도지역구분도와 권역경계를 매칭하여 보전구역의 경계를 디지타이징

으로 추출한다. 토지이용현황은 건축물, 기반시설 등의 시설물들의 입지

가 유리한 대지나 잡종지등의 나지 면적이 권역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여 활용한다(김두순 등, 2013). 지자체 및 계획보고서 현황자료를

통해 조사한다.

[그림 2-7] 탁장사권역 생태자연도 지표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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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탁장사권역 용도지역지정현황 지표분석 예시

5. 발전가능성

발전가능성 요소 중 지도자 역량 지표는 지도자의 교육이수실적과 수

상경력을 조사하며, 공동체 활성화 지표는 마을 축제와 자매결연활동을

조사하고 연계사업 유치 지표는 정보화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녹색농촌

체험마을등과 같이 이전에 유치한 정부 및 여러 기관의 지원 사업 실적

을 예비, 기본계획 자료를 통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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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지표데이터 등급화

선정된 17개 지표의 계량화를 위한 과정으로 지표의 등급화를 실시하

였다. 등급화를 위해 위와 같이 조사된 25개 권역의 지표 자료를 활용하

였다. 데이터를 등급화하는 방법에는 분위수(quantile)8), 자연결점법

(natural breaks)9), 등간격 구분법, 평균-표준편차 구분법 등이 있다

(Slocum, 1999). 등급을 너무 세분화하면 샘플을 포함하지 않는 등급이

너무 많아져 오히려 적절한 분석이 어렵고 덜 세분화하면 한 등급 내에

서 너무 많은 샘플들이 모이면서 이 역시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등급들 간에 적절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

급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분

위수(Percentile)방법을 활용하여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다.

17개 지표에 대해 각 25의 샘플이 사용하고 5등분으로 나누기 위해

Percentile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먼저, 상위 20%, 40%, 60%,

80% 에 따라 등급 기준값을 구하기 위해 17가지 지표에 따라 각 25개

권역의 순위를 1위부터 25위까지 나열한다. 표고, 권역면적, 마을 수, 내

부접근성, 외부접근성, 고령화율, 생태자연도, 용도지역현황에 대해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토지이용현황, 하천/교량, 평균소득, 관광자원, 지

도자역량, 공동체 활성화, 연계사업유치에 대해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

여 c1 그룹은 1～5순위, c2 그룹은 6～10순위, c3 그룹은 11～15순위, c4

그룹은 16～20순위, c5 그룹은 21～25순위로 분류 후 아래 (식 1)과 같이

등급 기준값을 정하고 <그림 2-9>과 같은 등급으로 나눈다. 주경사방향

8) Quartile(분위수)는 모집단 혹은 표본의 전체 도수를 등분하는 것. 예) n등분 한

다면 n-1의 등분값을 가지게 된다.

9) 자연결점법(Natural Breaks): 수학자 Jenks가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자연스러운

데이터의 분류와 그 분류에 기초한 범주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식은

데이터를 유사한 값으로 등급화 하여 나누고, 값의 차이가 있는 다른 등급들과의

관계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이진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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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태양에너지, 주거환경, 식생 등에 영향을 주는 순으로 하여 문정

현(1998)과 같은 방법을 참조하여 가장 좋은 주경사방향은 South(남향),

가장 좋지 않은 향은 North(북향), 동 서향(East, West)은 보통을 기준으

로 등급을 정한다. 또한 경사도는 경사가 급한 지역은 훼손 범위가 커지

고 따라서 식생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지역에 따라 개발 토

지개발행위의 제약이 따른다. 강원도는 대부분 경사 20%를 초과할 경우

허가제한을 두고 있다(이종용 등 , 2008).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5%미만,

6∼10, 11∼15, 16∼20, 21%이상으로 5등급화 한다.

 minmax    minmax

  minmax    minmax
등급 기준 값

(1)

그림 2-9 5등급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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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AHP기법에 의한 가중치 산출

본 연구는 다수의 평가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마을종합개

발사업의 추진에 적합한 권역을 선정하고자 한다. 즉, 의사결정의 과정에

서 여러 가지 유형의 평가기준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평가지표들 사이의 독립성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들

간의 상관관계 역시 고려하여 적절한 가중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다기준의사결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 중 하

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의사결정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AHP기법을 적용하였다. AHP 기법은 R&D 과제의 성과 평가 등 계량적

접근이 어려운 분야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판단과 경험을

조직화, 구조화 및 체계화하여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 단계에서 수학적 모형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의사결정 기법이다

(Saaty and Vargas, 2001). 특히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지표들

이 다수이며 서로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포함하는 경우에, 이러한 평가지

표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계층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결정 모델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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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HP기법의 이론 및 방법

AHP 기법은 1970년대 초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Thomas L. Saaty에

의하여 개발된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으로서,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

지표들의 속성과 그 측정 척도가 다양한 다기준의사결정문제에 효과적으

로 적용되어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체계적으

로 순위화를 시키고, 그 가중치를 비율척도(ratio scale)로 도출하는 방법

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요소 및 대안간의 비교와 이에 따른 의사

결정의 응용과 같은 방법론적 특징을 지닌 AHP는 다양한 분야 특히

R&D 프로젝트의 결과를 비교․평가하는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확장성

을 갖고 있다. 이는 AHP가 의사결정 및 판단에 필요한 속성의 식별과

이에 대한 대안간의 비교라는 개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R&D 프로젝트에 대한 비교와 평가항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만일 수리

적인 기법만을 활용한다면, 결과가 정량화 될 수 있는 문제에는 비교적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예를 들어 우주항공 개발사업과 같이 개별

과제의 평가요소와 결과가 매우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그러

한 기법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다양하며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평가기준과 평가항목들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린 주관적인 판단을 종합하여 하나

의 대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의 적용이 요구된다.

Saaty가 제안한 AHP기법은 본 연구와 같이 정량적인 분석이 곤란

한 의사결정 분야에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경쟁되는 요

소의 가중치 또는 중요도를 구하는 데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 AHP

기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에 따라 수행된다.

(1) 평가지표의 결정 및 계층구조 구성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지표들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으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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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경우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지표들 사이의 관계는 최종 모델을 결정하는 데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지표들끼리 분류하여 계층화하여야 한

다. 이 단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들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핵심

지표들이 고려하지 못한 요소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평가지

표들을 폭넓게 고려하여야 한다. 범위가 넓은 지표들을 세부 지표로 분

할하거나, 일부 서로 유사한 지표들을 통합 또는 제외하는 등의 철저한

수정과 재검토 과정을 수행한다. 또한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평가요소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평가지표의 계

층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2) 평가지표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평가지표의 계층구조를 구성하는 각 카테고리, 그리고 각 카테고리

를 구성하는 하위 카테고리 및 개별 평가지표들에 대한 계층별 쌍대비교

를 수행한다. 쌍대비교 방식은 다수의 평가지표들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

도를 수치화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명확한 방식이다. 모든 두 평가지표

의 쌍에 대하여 두 지표들을 놓고 비교하였을 때, 한 지표가 다른 한 지

표에 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문을 통하여 묻는다. 이 과정을 통하

여 각 평가지표들 사이의 중요도 차이를 비율척도로 결정한다. 이를 통

하여 각 계층에 소속된 구성요소(카테고리 또는 개별 평가지표)들의 중

요도를 서로 비교하는 쌍대비교행렬을 작성한다.

예를 들어 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계층 내의 요소 중, 요소 가

요소 에 비하여 배의 중요도를 갖는다면 이 계층의 쌍대비교행렬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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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때, 행렬의 각 원소는 다음과 같다.

  


(: 요소 의 가중치)

(3) 평가지표의 가중치 계산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구성한 쌍대비교행렬의 고유치 문제

(eigenvalue problem)를 이용하여 평가지표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

게 된다. 즉, 가중치 행렬     ⋯
를 위에서 계산한 쌍대비

교행렬에 곱하면 다음 식 (2)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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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 식 (3)와 같다.

   (3)

즉, 은 쌍대비교행렬 의 고유치(eigenvalue)이며, 는 그에 해당

하는 고유벡터(eigenvector)이므로 위 식 (3)의 특성방정식(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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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의 해를 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중치 행렬 를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 방정식에서 모든 고유치의 합은 과 같은데,  역시

고유치 중 하나이므로 결국 은 위 특성방정식의 최대 고유치(max)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유치 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를 계산하면

곧 가중치 행렬이 된다. 이 행렬에 다음 식 (4)와 같은 정규화 과정을 거

쳐 총합이 1이 되는 최종적인 평가지표 가중치를 얻을 수 있다.

′ 

  






 (4)

(4)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통한 검증

앞에서 설명한 고유치 문제에서는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하는 과정에

서 두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중요도 값이 완벽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가

정이 숨어 있다. 예를 들어, 지표 1이 지표 2보다 2배 중요하고 지표 2가

지표 3보다 3배 중요하다고 입력했다면 지표 1은 지표 3보다 6배 중요하

다고 입력하여야만 이 의견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

요도 값의 입력 과정에서 이러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얻은 쌍대비교행렬의 신뢰성이 낮으므로 결과적으로 믿을만한 가

중치를 추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AHP 기법에

서는 일관성 비율을 통하여 평가지표 중요도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일관

성 비율()은 다음 식 (5)과 같이 계산한다.

  


(5)

여기에서, 는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를 의미하며, 다음

식 (6)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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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00 0.0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1.51 1.48 1.56 1.57 1.59

표 2-8 행렬의 크기에 따른 난수 지수(Random Index) 값

 

max  
(6)

쌍대비교행렬이 완벽히 일관적으로 작성되었다면 max  이므로 일

관성 지수는 0이 된다. 즉, 쌍대비교행렬이 완벽히 일관적인 행렬에 가까

울수록 최대 고유치 m ax는 에 근접하므로 는 0에 가까운 값을 갖는

다.

는 난수 지수(Random Index)를 의미하며, 아래 <표 2-8>과 같이

쌍대비교행렬의 크기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 난수 지수는 정방행렬의

각 원소를 1에서 9사이의 임의의 자연수로 설정하고, 이 행렬의 역수행

렬의 평균 일관성 지수를 산출한 값으로, 일관성 지수의 최대 허용한도

를 의미한다.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중요도 값이 완벽하게 일관적으로 산정되었다면

  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판단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 0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 의 값이 너무 크면 이는 곧 중요도

응답자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하여 얻은 가중치를 신

뢰할 수 없다. Saaty(1980)는 ≤ 인 경우에만 판단에 일관성이 있

다고 볼 수 있으며, 0.1을 초과하면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뜻하므로 응

답자를 교체하여 쌍대비교를 다시 수행하거나 설문지를 수정하여야 한다

고 권고하고 있다.



- 39 -

척도 정 의 설 명

1 동등 (equal importance) 두 요소가 동등하게 중요함

3 약간 더 중요 (moderate importance) 한 요소가 약간 더 중요함

5 상당히 중요 (strong importance) 한 요소가 상당히 중요함

7 매우 중요 (very strong importance) 한 요소가 매우 중요함

9 절대 중요 (absolute importance) 한 요소가 절대적으로 중요함

표 2-9 쌍대비교의 척도 (Saaty, 1980)

2. AHP기법을 이용한 가중치 산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평가지표 항목들을 이용하여 각 권

역의 종합적인 적합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등급화된 각 평가

지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합산하여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AHP 방법론에서는 평가지표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쌍대비교 방식을 적용한다. 상대

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다양한 형태의 척도가 사용될 수 있는데,

Saaty(1980)는 9점 척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Saaty의 9점 척도를 적용하여 각 평가지표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를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 값을 활용하여 평가지표들의 가중치를 산출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앞서 선정한 5가지 항목과 17개 평가지표에 대

하여, Saaty의 9점 척도를 바탕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설문지를 작

성하였으며, 총 1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하였다. 각 전문가

가 모든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값을 판단하여 9점 척도에 따라 9～

1/9 사이의 값으로 답변하였다. 12명의 전문가가 작성한 중요도 값은 개

10) Saaty(1980)는 AHP의 9점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7개의 척도를 구성

하고 이중 어떤 척도가 최선의 척도인지 검증하여 9점 척도가 가장 실측치와 근

접함을 설명하였다(조근태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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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답변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질문에 대하여 12개의 수치를 하나

로 통합하였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쌍대비교 결과는 비율 척도의 값

이므로 각 질문에 대하여 모든 답변자들의 평가 수치를 기하평균으로 적

용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도가 산출

되었다. 계층 1에 해당하는 항목별 중요도는 <그림 2-10>과 같다.

그림 2-10 항목별 중요도(계층 1)

권역설정 적합성, 발전가능성, 입지여건, 법적제약, 인문사회 항목 순

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0.255에서 최소 0.156까지 고루 분

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1> ～ <그림 2-15>는 계층 2에 해당되며 각 항목에 포함

되어 있는 지표들 간의 중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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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입지여건 중요도(계층 2)

<그림 2-11>과 같이 입지여건에 속한 지표들 중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낸 것은 0.261로 산출된 외부접근성 지표, 가장 낮은 지표로는 0.156로

나타난 표고지표이다.

그림 2-12 권역설정 적합성 중요도(계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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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인문·사회 중요도(계층 2)

권역설정 적합성과 인문·사회에 속한 지표들 중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

타낸 지표는 각각 마을수와, 관광자원이며 0.402, 0.490의 높은 가중치를 나

타낸다(<그림 2-12>, <그림 2-13>).

그림 2-14 법적제약 중요도(계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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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발전가능성 중요도(계층 2)

법적제약에 속한 지표들은 0.362에서 0.291까지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

으며, 생태자연도가 0.362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발전가능성의

중요도 중 권역의 지도자와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활성화지표가 0.410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표 2-10>는 항목과 지표들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나타내는 것이

다. 권역설정 적합성항목과 발전가능성항목이 전반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

타내고 그 중에서도 마을 수와 공동체활성화지표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

타냈다. 또한 두 항목은 앞서 언급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

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의

모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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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계층 1 가중치)

지 표

(계층 2 가중치)
비고

입지여건

(0.177)

외부접근성 (0.261)

주경사방향 (0.175)

하천/교량 (0.203)

표고 (0.156)

경사도 (0.206)

권역설정 적합성

(0.255)

권역 내 마을 수 (0.402)

내부접근성 (0.356)

권역 면적 (0.242)

인문/사회

(0.156)

고령화율 (0.321)

평균소득 (0.190)

관광자원 (0.490)

법적제약

(0.161)

생태자연도 (0.362)

용도지역현황 (0.347)

토지이용현황 (0.291)

발전가능성

(0.250)

지도자 역량 (0.340)

공동체 활성화 (0.410)

연계사업 유치 (0.20)

표 2-10 지표의 가중치

위의 가중치를 나타내기 위한 쌍대비교행렬에 대하여, 항목(계층1)의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11)는 0.0229로 나타났으며, 행렬의 크기

가 5일 때 난수 지수() 값이 1.12이므로 이 행렬의 일관성 비율()은

0.0229/1.12=0.0204로 계산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표(계층2)관련의 일관성 비율() <표 2-11>

과 같다.

11) CI는 두 속성 간 쌍대비교에 따라 서로 충돌하는 속성들에 대해 얼마나 일관적

으로 응답했는가를 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0.1이하를 임계값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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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2 CI RI CR

입지여건 0.9 0.0036 0.004

권역설정적합성 0.58 0.0006 0.0010

인문·사회 0.58 0.0341 0.0588

법적제약 0.58 0.0044 0.0076

발전가능성 0.58 0.0034 0.0059

표 2-11 계층2의 일관성 비율(CR)

이는 Saaty(1980)의 일관성 기준(≤ )에 충분히 부합하므로 평

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가 충분히 일관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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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모델 적용 및 실험 결과

제 1 절 실험 목적

본 실험에서는 2장에서 개발된 권역 선정 모델에 기 평가된 13개 검

증용 대상 권역을 적용해 봄으로써 모델에 의해 산출된 점수와 평가된

점수를 비교하여 두 결과 값의 유사성과 상관관계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제 2 절 실험 대상지

강원지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 4개 권역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38개 권역을 유치하였다. 전국의 비율을 보면 전라남도지역

이 가장 많은 권역을 유치하였고 특별자치구인 제주도를 제외하고 경기

지역이 20권역 약 6%로 가장 낮은 비율로 권역을 유치하였다. 경기지역

은 수도권이라는 장점과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비중이 매우 낮다. 경기지역은 점차 도시적 기

능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로 도시형의 특성을 띠는 지역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어울리지 않는 성향이 짙어

가고 있다. 반면 강원지역은 2010년 기준 전국인구 48,580천명 대비 강원

1,472천명 약 3%인 것에 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301권역 대비 38

권역 약 13%로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권역을 유치하였다. 강원

지역은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계곡, 산지 등의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평균

소득은 타 지역 평균 소득보다 높지 않아 정부지원사업의 유치에 대한

의욕이 강하다. 또한 성격은 다르지만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같은 지역개

발사업의 경험이 풍부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활발한 활동을 보인

다(2008,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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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010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

본 연구의 실험 대상지는 <그림 3-1>과 같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에 적극성을 띠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

부터 2010년까지 38개 권역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25개 권역은 권역선정

모델 개발을 위한 샘플로 활용되었고, 13개 권역은 권역 선정을 위해 개

발된 모델에 적용하여 실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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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권역 선정 모델 실험

1. 실험 대상지 등급화 결과

대상지인 강원지역의 25개 권역에 대한 지표데이터 추출결과이다.

(1) 입지여건 결과

<표 3-1>는 입지여건항목에 속한 지표 중 기초통계량을 산출할 수

없는 주경사방향을 제외한 입지여건 항목에 해당하는 지표들에 대한 데

이터 구축 결과의 기초 통계량을 나타낸다.

지표

기초통계량

최소값

(Min)

중앙값

(Median)

최대값

(Max)

평균

(Mean)

외부접근성 (km) 2.4 21.2 75.2 24.57

하천/교량 (개수) 1 4 12 4.4

표고(m) 18.61 294.9 761.17 336.1

표 3-1 입지여건 항목의 지표별 기초통계량

샘플 25개권역의 표고는 18~761m 이고, 평균 표고는 약 336m이고

외부접근성은 최소 2.4km ～ 최대 75.2km, 평균 24.5km로 몇 개 샘플권

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권역이 고속도로 통과 후 자동차로 30분 내외의

거리에 있다. 권역을 지나는 1개의 하천에는 평균 4.4개의 교량이 설치되

어 있었다. 주경사방향은 동향, 동남향, 남향, 서향, 동서향, 북향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 <그림 3-9>는 샘플권역 중 2 권역에 대해 표

고, 외부접근성, 주경사방향, 하천에 대한 자료추출 예시를 나타낸 것이

다.



- 49 -

[그림 3-2] 용대권역 외부접근성 지표분석 예시

[그림 3-3] 황둔권역 외부접근성 지표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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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용대권역 표고 지표분석 예시

[그림 3-5] 황둔권역 표고 지표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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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용대권역 주경사방향 지표분석 예시

[그림 3-7] 황둔권역 주경사방향 지표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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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용대권역 하천 지표분석 예시

[그림 3-9] 황둔권역 하천 지표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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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설정 적합성 결과

<표 3-2>는 권역설정 적합성 항목에 해당하는 지표들에 대한 데이

터 구축 결과의 기초 통계량을 나타낸다.

지표

기초 통계량

최소값

(Min)

중앙값

(Median)

최대값

(Max)

평균

(Mean)

마을 수 (개수) 2 5 7 4.64

내부접근성 (km) 0.87 4.85 9.58 4.80

권역 면적 (ha) 411 4,188 15,241 4,890

표 3-2 권역선정 적합성 항목의 지표별 기초 통계량

권역에 따라 행정리의 수는 2～7개 사이로 권역 당 평균 약 4.64개의 행

정리로 구성되어있었고, 내부접근성지표는 0.8～9.6km로 분포하며 샘플 권역

의 평균거리는 4.85km로 나타났다. 내부접근성 역시 최소거리와 최대 거리

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권역 내 마을의 평균거리

를 구하기 위해서 권역 내 마을이 7개일 경우 최대 21회 측정을 통해 평균

거리를 나타냈다. <그림 3-10> 은 마을 수가 4개인 덕고권역을 대상으로

마을 간 평균거리를 조사한 예시이다. 덕고권역은 정암 1 2 3리, 생운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가까운 마을은 정암 1리와 2리로 약 1.46km, 가장 먼

마을은 정암 2리와 생운리로 4.2km에 달하며, 마을간 평균 거리는 2.5km로

평균 4.8km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로 매우 양호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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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암 1, 2리 정암 1, 3리

정암 1리, 생운리 정암2리, 생운리

정암 3리, 생운리 정암 2, 3리

[그림 3-10] 덕고권역 내부접근성 지표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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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문·사회 결과

<표 3-3>은 인문·사회 항목에 해당하는 지표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

결과의 기초 통계량을 나타낸다.

지표

기초 통계량
최소값

(Min)

중앙값

(Median)

최대값

(Max)

평균

(Mean)

고령화율 (%) 18.3 26.0 32.8 25.13

평균소득 (백만원) 13.2 32.8 40.3 24.72

관광자원 (개수) 1 5 13 5.88

표 3-3 인문 사회 항목의 지표 별 기초 통계량

고령화율은 25.1%로 이미 상당수의 권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연평균 평균소득은 최소 13,200 ～ 최대 28,000(천원)으로 나타나 우리나

라 연평균 소득 45.000(천원)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자

원은 평균 5.8개이며 그 중 자연 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해 강원지역의 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

(4) 법적제약 결과

<표 3-4>은 법적제약 항목에 해당하는 지표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

결과의 기초 통계량을 나타낸다.

지표

기초 통계량

최소값

(Min)

중앙값

(Median)

최대값

(Max)

평균

(Mean)

생태자연도 (%) 0.00 32.6 85.20 36.18

용도지역현황 (%) 0.00 6.50 68.30 12.52

토지이용현황 (%) 0.00 1.2 15.3 3.4

표 3-4 법적제약 항목의 지표 별 기초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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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결과, 대상 권역들은 평균적으로 1등급 지역은 36.2%, 자연보호구

역은 12.5%를 나타나 생태 1등급 지역이 보호구역보다 많은 면적을 차지

한다. 토지이용현황에서 대지나 잡종지의 최대값은 15.3%이고 평균은

3.4%로 강원농촌지역의 특성상 임야지역이 주를 이루며 활용이 용이한

대지나 잡종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발전가능성 결과

<표 3-5>은 발전가능성 항목에 해당하는 지표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

결과의 기초 통계량을 나타낸다.

지표

기초 통계량

최소값

(Min)

중앙값

(Median)

최대값

(Max)

평균

(Mean)

지도자 역량 (횟수) 1 6 13 6.28

공동체 활성화 (횟수) 1 5 13 6.08

연계사업유치 (횟수) 0 3 11 3.56

표 3-5 발전가능성 항목의 지표 별 기초 통계량

교육이수실적 및 수상경력은 평균 6.3회, 마을 축제 및 자매결연활동

은 평균 6회, 연계사업 유치는 평균 3.6회로 나타났다. 교육이수실적 및

수상경력에서 대부분은 교육이수실적 사항이며 수상경력은 총 3회에 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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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급화 결과

5등급으로 나눠진 지표는 등급별로 c1 등급에 5점, c2 등급에 4점, c3

등급에 3점, c4 등급에 2점, c5 등급에 1점을 부여하였다. <표 3-6>는

대상지역의 각 지표에 대한 등급 기준값 산정 결과와 각 등급에 부여된

점수를 나타낸다. 이로 인하여 실험 대상지의 지표 값은 명확한 기준에

의한 등급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표
Grade(Score)

c1(5) c2(4) c3(3) c4(2) c5(1)

외부접근성 7.9이하 8.0～19.6 19.7～30.0 30.1～34.2 34.3이상

주경사방향 S S-E, S-W East, West N-E, N-W N

하천/교량 7이하 6～5 4～3 2 1

표고 183이하 184～287 288～358 359～466 467이상

경사도 5이하 6～10 11～15 16～20 21이상

마을 수 3이하 4 5 6 7이상

내부접근성 3.3이하 3.4～4.2 4.3～5.0 5.1～6.1 6.2이상

권역면적 2,000이하 2,001～3,680 3,681～4,880 4,881～7,420 7,421이상

고령화율 20.7이하 20.8～23.6 23.7～26.8 26.9～28.4 28.5이상

평균소득 29.2이상 29.1～27.1 27.0～23.1 23.0～19.3 19.2이하

관광자원 9이상 8～7 6 5～4 3

생태자연도 0.0 0～12.5 12.6～38.5 38.6～62.5 62.6이상

용도지역현황 0.0 0～0.2 0.3～7.8 7.9～19.9 20.0이상

토지이용현황 5.2이상 5.1～2.5 2.4～1.2 1.1～0.6 0.5이하

지도자 역량 10이상 9～8 7～6 5～4 3이하

공동체 활성화 11이상 10～7 6～5 4～3 2이하

연계사업 유치 6이상 5 4～3 2 1이하

표 3-6 지표별 등급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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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 적용 실험

실험 대상지는 T1∼T13까지 13개권역이며, 앞서 선정된 17가지 지표

의 등급과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아래의 식은 각 등급과 가중치를 이용

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하는 계산식이다.

 
  



여기서   권역의개수   ⋯
  지표의개수   ⋯ 
  가중치  등급

(1)

실험 대상지는 T1∼T13까지 13개권역이며, 앞서 선정된 17가지 지표

의 등급과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모델을 적용한 결과 T1, T3, T2, T4,

T6, T5, T9, T7, T8, T12, T10, T11, T13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T1권역은 표고와 인문 사회 부분에서는 낮

게 나타났지만 가중치가 높은 권역설정의 적합성과 발전가능성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1위로 선정됐다. 뒤를 이어 T3권역은 권

역설정의 적합성을 제외한 자연환경, 인문 사회, 법적제약, 발전가능성에

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1위와 0.41차이로 2위로 선정됐다. 4～9위까지

는 0.57～0.069로 조밀하게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위를 선정된 T13

는 고령화율과 마을 개수를 제외하고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가중치의 산정결과와 같이 권역선정 시 평가되는 모든

지표가 중요하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반적으로 높은 가중

치를 포함하는 발전가능성과 권역설정적합성 항목의 지표들이 상대적으

로 다른 항목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3-7>은 T1～T13 권역에 대해서 권역 선정 모델을 적용한 산출

된 지표 별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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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여건 권역설정 적합성 인문/사회 법적제약 발전가능성
합계

경사

도

외부

접근
표고

경사

방향
하천

마을

수

내부

접근
면적

고령

화

평균

소득

관광

자원

생태

도

용도

지역

토지

지목

지도

자

공동

체

연계

사업

T1 0.073 0.260 0.062 0.248 0.248 0.264 0.370 0.247 0.065 0.132 0.276 0.204 0.310 0.062 0.365 0.350 0.360 3.927

T2 0.073 0.260 0.186 0.186 0.310 0.066 0.222 0.123 0.325 0.132 0.276 0.340 0.310 0.186 0.219 0.350 0.288 3.514

T3 0.037 0.195 0.186 0.186 0.186 0.264 0.370 0.247 0.195 0.132 0.345 0.204 0.124 0.186 0.292 0.280 0.360 3.663

T4 0.073 0.065 0.124 0.186 0.248 0.264 0.370 0.247 0.195 0.198 0.276 0.204 0.062 0.124 0.292 0.280 0.216 3.285

T5 0.037 0.130 0.310 0.124 0.062 0.264 0.222 0.308 0.260 0.132 0.207 0.340 0.062 0.310 0.146 0.210 0.216 3.047

T6 0.146 0.065 0.062 0.124 0.124 0.132 0.296 0.123 0.325 0.198 0.345 0.204 0.124 0.062 0.292 0.280 0.288 3.187

T7 0.073 0.195 0.062 0.124 0.310 0.066 0.074 0.062 0.065 0.198 0.276 0.340 0.310 0.062 0.292 0.280 0.216 2.832

T8 0.073 0.195 0.062 0.310 0.186 0.066 0.074 0.123 0.195 0.198 0.138 0.204 0.310 0.062 0.219 0.210 0.216 2.715

T9 0.037 0.065 0.062 0.124 0.186 0.198 0.222 0.123 0.325 0.132 0.276 0.068 0.310 0.062 0.219 0.280 0.288 2.901

T10 0.073 0.195 0.310 0.186 0.124 0.132 0.222 0.185 0.325 0.132 0.207 0.068 0.186 0.310 0.292 0.140 0.144 2.662

T11 0.037 0.065 0.186 0.186 0.124 0.198 0.148 0.123 0.260 0.198 0.276 0.204 0.062 0.186 0.219 0.210 0.216 2.568

T12 0.037 0.065 0.186 0.186 0.186 0.330 0.222 0.247 0.325 0.132 0.207 0.068 0.062 0.186 0.146 0.140 0.144 2.666

T13 0.037 0.260 0.186 0.248 0.310 0.198 0.074 0.123 0.130 0.132 0.207 0.340 0.062 0.186 0.146 0.140 0.144 2.555

표 3-7 실험대상지 개발모델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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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본 연구

평가점수
순위

선행

평가점수
순위

T1 78.94 1 98.50 1
T2 70.62 3 97.00 2
T3 73.62 2 93.10 3
T4 66.03 4 90.50 4
T5 61.24 6 87.80 5

표 3-8 본 연구와 선행 평가의 점수 및 순위

제 4 절 실험 결과 및 검증

1. 실험 결과

정확도 검증을 위해 사업완료 권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의해 평가되어진 권역의 선행 평가점수와 비교하였다. 비교를 원활히 진

행하기 위해 기준과 단위를 조절하였는데, 선행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

으로 산정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의 평가점수는 5점 만점으로 측정되므

로, 선행 평가 점수에 맞춰 20을 곱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또

한, 선행평가에 대한 자료추출 시기는 사업완료시접이고 본 연구의 자료

추출 시기는 권역이 선정된 당해연도의 자료이지만 지표로 사용된 자료

중 지표로 사용된 데이터 중 입지여건, 권역설정 적합성 등은 취득 시점

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가능성 항목의 교육이수와 축제, 연계사업 등

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역이 추진하고 있

으므로, 사업 완료 후보다는 권역 선정 시 데이터가 변별력 있다. 따라서

선행평가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추출 시기가 모델의 적합성 평

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래의 <표3-8>과 <그림 3-11>은 대상지역에 대해 본 연구에서의

평가지표를 이용한 평가점수와 선행 평가점수, 그리고 각 점수에 따른

순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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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 64.05 5 83.60 6
T7 56.93 8 82.40 7
T8 54.57 9 81.30 8
T9 58.32 7 81.10 9
T10 53.50 11 80.50 10

T11 51.62 12 75.40 11
T12 53.60 10 75.10 12
T13 51.36 13 73.80 13

그림 3-11 본 연구와 선행 평가점수의 비교

비교 결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순위결과를 나타냈으며, T1, T4, T13

권역은 기 평가점수와 같은 순위를 나타냈다. 그러나 T1, T4, T13 권역

은 선행 평가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선행 평가의 시점은 완료단계에서의 평가인 반면에 본 연구는

선정 단계의 평가이므로 평가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매우 높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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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검증

<표 3-9>는 각 평가점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나타내며 <그림

3-12>는 그에 대한 Boxplot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평가점

수는 61.05의 평균과 9.02 정도의 표준편차를 나타내었으며, 선행 평가점

수는 84.6의 평균과 8.17의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평가점수 선행 평가점수

Mean (평균) 61.0514 84.6231

Median (중앙값) 58.3175 82.4000

Std. Dev. (표준편차) 9.0218 8.1730

표 3-9 평가점수 기초통계량

그림 3-12 본 연구와 선행 평가점수의 Boxplot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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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점수 결과에 대한 효용성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기 위해 선행평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참조자료

(reference data)로 하여 둘 간의 이변량 상관분석(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림 3-13>은 두 점수의 산점도를 나타낸다.

산점도 상으로는 두 점수 간에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본 연구와 선행 평가점수 간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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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평가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다.

 


(2)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3-10>와 같다.

　 본 연구 평가점수 선행 평가점수

본 연구 평가점수 1 0.9463

선행 평가점수 0.9463 1

표 3-10 본연구와 선행 평가점수의 상관계수

다음으로, 두 평가점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추론을

실시하였다. 편의상 본 연구에서의 평가점수를 X, 선행 평가점수를 Y라

고 하자. 변수 X와 Y의 모형은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가정

하고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라 하자. 그러면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

정할 수 있다.

  ～      
 

 
 (3)

두 변수 X와 Y가 상관관계가 존재하느냐의 통계적 추론으로 모상

관계수가 0 인지 검정하고자 한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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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무가설 (영)가설 (null hypothesis) H0 는

    (4)

연구가설 (research hypothesis) H1 은

  ≠

위 가설에 대한 검정통계량은 n-2의 자유도(df)에 대응하는 t분포 검

정통계량으로

 

 


(5)

이며 이 t통계량의 절대 값이 큰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 (reject H0)한

다. 그리고 이 t값이 매우 큰 경우에는 X와 Y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

가 존재하고, t값이 매우 큰 음수 값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테스트 데이터의 샘플 수는 13개이므로 자유도가 11

인 t분포를 따르며, 상관계수가 0.9463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t통계량은 13.5388로 계산되었다. 자유도가 11인 t분포에 있어서 90% 신

뢰수준에서의 t값 임계치는 1.363, 95% 신뢰수준에서는 1.796, 99% 신뢰

구간에서는 2.718이다. 두 평가점수 간의 상관계수에 대한 t통계량이

99% 신뢰구간에서의 t값 임계치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

서의 평가점수는 선행 평가점수와 거의 유사한 검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평가점수는 선정 단계에서의 평가인데 반해, 농림축산

식품부의 평가점수는 완료 단계에서의 평가이다. 즉, 선행평가에는 완료

시점에서의 사업의 추진율과 성과 같은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두 평가점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온 것은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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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에 대한 선정 평가 결과가 완료 평가의 결과를 상당부분 예측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권역 선정 모델은 향후 유사

한 사업을 시행할 때 좋은 사업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역을 예측하고

선정할 수 있는 모델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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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경

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권역별로 사업 진행률

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 중 하나는 권역 선

정 단계에서 객관성이 다소 결여된 선정평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업의 대상권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GIS 기반의 입지분석기

법과 다기준의사결정법을 적용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으로 대상권역을

선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를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권역선정 시 고려해

야 할 지표요소를 선정하고 GIS 분석 및 통계 자료 수집을 통해 계량화

된 지표별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선정된 17개 지표의 계량화를 위

한 과정으로 지표의 등급화를 실시하였다. 즉, 25개의 샘플 대상 권역 데

이터를 이용하여 percentile방법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적용하는데, 상위

20%, 40%, 60%, 80% 에 따라 등급 기준 값을 구하고 17개의 지표값을

5등급으로 나누었다. 각 지표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을 위해 AHP기

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함으로써 권역 선정 모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권역 평가 결과 중에서 주목할 점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T1권

역이다. T1권역은 인문 사회 그 중에서도 고령화율과, 평균소득 부분에

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권역설정의 적절성과, 발전가능성 부분에

서 타 권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로 선정되었다. 불리한 생산가

능 인력과 높지 않은 경제적 상황에도 권역설정의 적절성을 통해 갈등요

소를 최소화하고 높은 발전가능성 요소를 겸비한 권역은 우수한 권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선행 평가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에도 T1권역은 최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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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진행된 권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권역 선정 모

델에 대한 검증 결과, 선행 평가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권역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가 사업의 완

료 단계에서의 평가 결과를 상당부분 예측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 의한 평가점수가 사업 진행과정 혹은 완료단

계에서 이루어지는 중간평가, 완료평가와 비교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어 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권역 선정 모델의 방법을 활용

하여 향후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때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할 수 있

는 지역을 예측하고 선정할 수 있는 모델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모델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계량화를 위한 등급화 과정에서 사용된 대상지의 샘플은 타 지

역에 적용했을 경우 등급 기준 값이 달라짐에 따라 등급 분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에 대한 등급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권역설정 적절성의 요인 중 마을 수의 경우 본 연구의 의사 결

정과 정책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하나의 지표

에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다각도의 고려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

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권역이 선정된 후 기본계획에서 조사했던 고령화율, 평균소득,

자연환경 등과 같은 일부 항목들은 예비심사 단계에서 사전 조사하여 권

역선정에 활용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한 요소 외에 토지매

입비와 상수원보호 등과 지도자의 마인드, 주민의 사업관심, 권역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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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 다양한 정성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본 연구의 방법론을 참고하고

정성적 요소를 보완한다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권역을 선정하고 사

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많이 받기 위해 유사성이나

연계성이 없는 마을을 권역에 포함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 추진의 저해요

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권역을 구성하기 위한 마을 수를 3개 이하로

줄이고 권역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더 많은 권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비 편성을 조정하는 것이 농촌지역개발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사항으로 예비계획,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사업 진행과정에

서 사업 아이템의 변경은 사업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를

제약할 수 있는 법적기준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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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ral areas in Korea currently suffer from an outflow and reduction of 

economically active people with low income and super-aging society. The 

government promotes various projects to support the rural areas and address 

such issues. A project was started around 2000 that adopted changes of the 

rural development paradigm including the change of social recognition on 

rural communities, increase of income, introduction of a five-day workweek 

as well as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ne of the representative 

projects was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However, 

conflicts between political groups, inexperienced and poor operation 

management, and lack of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have caused numerous 

setbacks in promoting the projects as the years have passed. 

This study is to suggest an effective model for selecting a target region 

as a way of leading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nd 

to assess the utility of the model based on the application of GIS based 

location analysis and the MCDM(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 method. 

To develop the model to select a region, a methodology consisting of the 

following steps was used. 

First, a standard index required for the region selection was selected. 

Candidate indexes were selected through a literature search, interviews with 

project managers and experts, analysis of the previous location analysis and 

studies on rural area development. To choose the final index, a survey 

subjecting experts was conducted with the following criteria; measurability, 

objectivity, understandability, clarity and representativenes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11 indexes were excluded due to duplication or scoring 

below the standard out of 28 indexes, and the remaining 17 index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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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d above the standard were chosen for the region selection model. They 

were then categorized into location condition, suitability of the region 

selection, social and legal restrictions, and potential.

Second, data for each selected index was established. For natural 

environment data establishment, borders of the targeted region were 

extracted, an overall seamless digital map of Gangwon-do was overlaid, and 

topography data were extracted by generating DEM(Digital Elevation Model). 

The data of humanities, community, etc. were established by integrating the 

digitization of the satellite map and specific use area map, statistical data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a preliminary and master plan. Grading was 

performed for efficient quantification of the indexes. Standard values of 

grading for the 25 region indexes were chosen with percentile application, 

and they were graded into five segments. 

Third, weight by index was decided by measur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lected index factor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one of 

the MCDM methods was applied. For a pair wise comparison of the relative 

importance between the indexes,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consistency verification, the final weight was calculated and the region 

selection model was drawn based on the calculation. 

In this study,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derived region selection model 

was performed with th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 agency on the target 

region to evaluate the usability of application results on the verification 

region.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precedent assessment and this study. It was concluded that the 

factors and elements of the suitability and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which this study focused on highly affected the results.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model in this study to the comprehensive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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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development project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cess and 

momentum in the region selection. More emotional factors exist such as the 

intellect of a leader; and the residents’ interest in a project and awareness 

of the region other than those considered in this study. However, it is 

limited to quantify such emotional factors and they were not included. 

Further studies on models considering more diverse factors and the 

emotional factors should be carried out. 

Keyword: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GIS, location 

analysis, MCDM, AHP

Student ID: 2005-2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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