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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aper is to analyze multi-attributes for expanding new renewable energy in agricultural sectors which 
have environmental, techn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consisting of 15 attributes which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We appli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o data from opinion polls. As a result of the AHP 
survey, the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the respondents more weight on economical factor than environmental, technical, 
and social factors for expanding new renewable energy. At the lowest level, a comparison of individual 15 attributes 
within three factors shows that fixed cost highest in multi-attributes, followed by operating cost, technical superiority. 
To achieve the public acceptance about expanding new renewable energy in agricultural sectors, the policy-makers should 
take all relevant factors into account through the decision-making process by the public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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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석유를 포

함한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지열히트펌프, 태양열 등의 친

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미이

며 이는 농업부문에도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적극 추진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경우 시설현대화 

및 기계화의 영향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른 농산물 생산비의 변동

으로 농가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농가

의 생산비용 절감 및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환경측면에서 

농업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경제, 기술,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신재생에

너지 보급사업은 고정투입비와 운영비 등의 경제적 요인뿐

만 아니라 공급기술의 우월성 및 안정성의 기술적 측면과 

온실가스 저감 및 2차 오염 등의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갖

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상호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만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영

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won과 Lee(2010)는 농촌용

수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 영향, 경제

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의 평가기준 가운데 환경적 영향

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Lee(2009)는 AHP 

기법을 통해 신고유가 대응정책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석유 개발사업에 가장 높은 우선순

위를 두어야 하며, 수송부문 석유소비 효율정책은 단기적

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Jang(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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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ank of Korea Gangwon Branch, 2009

Fig. 1. Features of new renewable energy.

은 AHP 기법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대외여건에서는 경제

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보다 사회적 측면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내여건에서는 사업수행 능력 보다 사업인

프라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속성요인들을 고려한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러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경제 및 환경 등 다

양한 요인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다기준의사결정기법

(AHP)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순위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AHP기법을 적용하여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농업인 및 전문가들의 평가를 영향요인

별 우선순위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다. 또한 이 논문은 정책결정자에게 농업부문 신재생에너

지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방법론적 체계와 정

량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농업인

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층

적 의사결정 분석(AHP)을 적용하여 농업부문 신재생에너

지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요인들을 평가한다. 이는 기

후변화시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경제성장과 환경보

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속

성평가에서도 경제 및 환경, 그리고 기술 등 요인들을 동시

에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II. 신재생에너지 개념 및 현황

1. 신재생에너지 개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조에서1) 기존의 화석연료

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1)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

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

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10.4.12 법률 제10253호]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규정 된다. 이는 신에너지 3개(연료전지, 석탄가

스화･액화,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 8개(태양열, 태양

광, 풍력, 수력, 지열, 해양, 바이오, 폐기물) 등 총 11개 

분야로 구분 된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이 가능한 비고갈성이고 CO₂
발생이 없는 친환경적이며 연구개발에 의해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 기술 주도성, 그리고 정부지원과 장기적인 선행 투

자가 필요한 미래 에너지 자원성 등 네 가지 특징2)이 있다. 

주요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신재생에너지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와 달리 고갈성 자원이 아니라 

재생가능한 자원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이다. 둘째, 기후

변화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재생에너

지는 친환경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화석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원

의 특성을 갖고 있다. 셋째,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

너지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신재생에너지부문의 연구개발을 통한 선진국 수준

의 기술력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에너지로서 장기적인 개발 및 보

급정책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2) Friedman(2008)은 풍부하고, 청정하며, 안정적이고 저렴해야 

한다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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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2007 energy usage in agriculture sector (unit: thousand
toe, %).

연탄 석유류 가스 전력 신탄
신재생

에너지
계

소비량 158 1,516 6.0 406 1.0 0 2,086
비중

(%)
7.3

(13.4)
72.7

(55.5)
0.3

(10.4)
19.4

(17.5) - +0
(2.4) 100.0

자료 : Kim(2010)
주 : (  ) 는 전체 에너지원별 사용 실태임.

 

의사결정 문제를 분석하여 계층 구조를 형성 

계층 별로 의사결정 요소들간의 쌍대비교를 수행 

계층 내 의사결정 요소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 

일관성 평가 

최종 우선순위 도출 및 대안선정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Fig. 2. The process of AHP.

2.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3) 규제 대응 등 신재

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에너지 공급방식 다양

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IT, BT, NT산업과 더불어 미래 산

업, 차세대산업으로 급성장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1년 총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

지로 보급한다는 장기적인 목표 하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에너지 

이용실태를 보면 총 에너지 소비량 24,075백만 ton 가운데 

석유가 42%로 가장 많았고, 석탄 27%, 천연가스 15%, 원자

력 14%, 수력 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는 

520만 ton으로 총 에너지 소비 가운데 2.2%만을 차지하고 

있다(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09).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비중(2008)을 보면 폐기물이 

77.98%, 수력 11.27%, 바이오 7.28% 그 밖에 연료전지 

0.07%, 태양광 1.04%, 풍력 1.60%, 지열 0.27%, 태양열 

0.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이 절반이상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2007년 농업부문의 에너지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연

탄, 석유류, 전력 위주이다. 특히 여타 산업에 비해 석유에

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AHP분석방법

1. AHP 개요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AHP)은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할 

3)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ʼ이고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

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5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

했다.

때 속성간의 중요도를 계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각 대안의 

중요도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즉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의 

구성요소들을 계층적으로 나타내는 체계적인 절차로서, 하

나의 문제를 더 작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그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더 작은 구성요소로 세분화하여 기본적인 근거

(rationality)를 나타낸다. 

AHP는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복잡한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관성의 체계적인 측정을 통해 판단상의 오류를 

배제하여 방법론의 신뢰성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다(Kwak 

등, 2002; Satty, 1980).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AHP는 경

영 및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의사결정분야에 적용되

었다(Satty, 2000). 따라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수용적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데 있

어 AHP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AHP 적용절차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영향에 대한 농업인 및 

전문가들의 다중속성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HP 기법을 적용한다. 첫 번째 단계는 분석하고자 하는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의사결

정 사항들을 계층화 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각 계층

에 포함된 하위목표의 구성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바로 

상위계층의 평가기준에 비추어 평가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시행한다. 세 번째 단계는 각 계층에 있는 

요소별 우선순위(priorities)를 설정하고 종합하여 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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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neral type of hierarchy.

가. 다중속성의 계층화 단계

일반적으로 AHP 분석에서 분석대상은 그 구성요소별

로, 나아가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계층구조를 설정한다. 

어떠한 현상을 동질성을 가진 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보다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눔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문제의 구

조에 포함시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AHP 계층(hierarchy)은 최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기준을 두고, 가장 아래 계

층에 대안을 제시한다. 판단기준이 되는 요소를 여러 단계

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하위기준들을 설

정할 수 있다.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다양한 영향요인들

을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하

고, 각 평가기준은 세부 속성들로 구체화함으로써 계층화

된 구조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제는 최상위계

층, 몇 개의 중간계층, 그리고 최하위계층 등으로 구성된

다. 또한 계층적 계속성의 법칙(law of hierarchic 

continuity)에 의하여 최하위 계층에 있는 요소들은 둘씩 

짝을 지어 바로 위 계층에 있는 평가기준들에 의하여 이원

비교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원비교의 가능성은 이 문제의 

계층구조의 최상위까지 모두 존재하여야 한다.

나. 평가기준에 따른 이원비교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에서는 문제의 체계에 포함된 각각

의 평가기준들과 같은 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에서 짝지어진 두 요소들 간의 

비교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평가기

준 A와 B를 비교해서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한가, 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라고 설문한다. 이원비교 평가기

준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비교하는데 있어 조사 척도 값은 

1에서 9사이의 정수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수가 개이면 nC2, 

즉 n(n-1)/2개 쌍의 이원비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원

비교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방형의 매트릭스

(square matrix)를 사용한다. 이원비교행렬은 주대각 원

소의 값이 1이며, 이원비교행렬의 각 원소는 각 평가기준에 

맞추어 기준 i가 j보다 중요시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가중치 Vi/Vj로 나타난다. 

다. 요소별 우선순위 설정

다중평가기준(multi-criteria)을 갖는 대안의 우선순위 

선정에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을 적용하는 다음 작업은, 각 

계층의 요인별 우선순위를 설정과 일관성(consistency of 

local priorities)을 체크하며, 나아가 각 계층의 우선순위를 

종합(synthesis)하여 복합적 우선순위(composite priorities)

를 결정하는 것이다. 고유벡터는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우

선순위벡터(priority vector)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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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valuation factors of new renewable energy.

대분류 중분류 비고

경제적

측면

고정투입비 기존시설 대비 초기 고정투입비

운영관리비 기존시설 대비 운영관리비

수익성 증대 시설설치에 따른 수익성 증대

기술적

측면

기술우월성 공급기술의 우월성

기술안전성 공급기술의 안전성

사후관리(A/S) 시설설치 후 A/S 및 사후관리

환경 

측면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저감효과

2차 오염 문제 설치 및 운영과정의 2차 오염문제

입지제약 입지에 따른 설치의 제약조건

수용적

측면

설치용이성 설치과정의 기간 및 용이성

기술편리성 농가의 기술이용 용이성

보급주체 선정 시설설치의 보급주체 문제

사회적

측면

보조금 지원 정부 보조금 지원의 정도

농업인 교육 시설이용을 위한 기술교육

기술개발 지속적인 기술개발 여부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의 장점 중 하나는 이 방법을 사용

하여 대안들 간의 우선순위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전이

적 일관성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으며,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경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관성 지수(C.I.)는 일치

비율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일치비율(C.R.)이 응답자

들의 전이적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낸다. 이때 구

한 일치비율(C.R.)의 값이 10% 이내이면 전이적 일관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서 판정한다. 한편 일치비율을 계산할 

때 이용되는 무작위지표(R.I.; random index)는 어느 한 

계층의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논문에서는 0.58을 적용

하였다.4) 

IV. 실증분석 절차와 분석결과

1. 다중속성 평가를 위한 계층구조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지표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 및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한 다음,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전

문가와 브레인스토밍 및 델파이 기법을 통해 평가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지표 선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결정하는 델파이

(delphi)방식을 활용하였다.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평가지표는 크게 5개 대분류와 

15개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대분류 항목은 경제적 측

면, 기술적 측면, 환경적 측면, 수용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상위목표에 대해 각각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먼저 경제적 측면은 신재생에너지 초기 투

자에 소요되는 고정투입비, 운영관리비, 신재생에너지 도

입에 따른 농가의 수익증대 효과로 세분화하였다. 기술적 

측면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술적인 측면의 우월성과 설

비의 안전성, 그리고 시설 설치 후 사후관리로 분류하였다. 

환경적 측면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2차 오염문제, 그리고 입지에 따른 제약조건 등이다. 수용

4) 무작위 일관성 지수는 행렬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용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행렬의 크기가 3이기 때문에 0.58을 적용하였다.

적 측면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간 및 용이성, 기술

이용의 용이성, 시설설치의 주체 선정 문제로 세분화 하였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부보조금, 시설이용을 위한 농업인 교육, 지속적인 기술

개발 여부 등이다.

2. 표본설계와 조사방법

이 논문의 조사대상은 크게 전문가와 농업인으로 세분화

하였다. 전문가는 학계 및 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

너지경제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50명을 

조사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직접면접법과 e-mail 조사법

을 병행하였다. 

농업인 조사는 전남지역과 경북지역의 시설농가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 대상은 단순임의 추출을 통해 

선정된 전남지역 280농가, 경북지역 120농가이며, 일대일 

개인면접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의 이

해 및 조사과정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제 본 설문조사는 농업경제학과 대학원 및 

대학생이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9일 까지 이루어졌다.

3. AHP에 의한 다중속성 분석결과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농업인의 경우 남성이 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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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valuation of new renewable energy use by farmers.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요도

중분류 

중요도
순위

경제적 

측면

고정투입비
0.54

(1순위)

0.3186 1
운영관리비 0.1296 2
수익성 0.0864 4

기술적 

측면

기술우월성
0.21

(2순위)

0.1197 3
기술안전성 0.0588 6
사후관리 0.0315 10

환경적 

측면

온실가스 저감
0.13

(3순위)

0.078 5
2차 오염 문제 0.0364 8
입지제약 0.0156 12

수용적 

측면

설치용이성
0.07

(4순위)

0.042 7
기술편리성 0.0203 11
추진주체 선정 0.0077 14

사회적 

측면

보조금 지원
0.05

(5순위)　
0.036 9

농업인 교육 0.0095 13
기술개발 0.0045 15

Table 6. Evaluation of new renewable energy use by experts.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요도

중분류

중요도
순위

경제적 

측면

고정투입비
0.45

(1순위)　
0.2205 1

운영관리비 0.0945 5
수익성 0.1305 2

기술적 

측면

기술우월성
0.2　

(2순위)　
0.096 4

기술안전성 0.06 7
사후관리 0.044 8

환경적 

측면

온실가스 저감
0.2

(3순위)　　
0.108 3

2차 오염 문제 0.064 6
입지제약 0.028 12

수용적 

측면

설치용이성
0.08

(4순위)

0.0392 10
기술편리성 0.0328 11
추진주체 선정 0.008 15

사회적 

측면

보조금 지원
0.07

(5순위)

0.042 9
농업인 교육 0.0161 13
기술개발 0.0126 14

Table 3. General statistics of respondents by farmers.

표본특성 구성항목 표본수 비율(%) 합계

성 별　 남 307 76.75 　100%
여 93 23.25 

연

령

20대 8 2.00 

　　100%
30대 33 8.25 
40대 128 32.00 
50대 124 31.00 

60대이상 107 26.75 

　학
　력　

초졸이하 14 3.50 

　　100%
중졸 103 25.75 
고졸 205 51.25 

대졸이상 78 19.50 

Table 4. General statistics of respondents by experts.

표본특성 구성항목 표본수 비율 합계

성 별
남 40 80.00%

100%
여 10 20.00%

연

령

대

20대 5 10.00%

100%
30대 27 54.00%
40대 13 26.00%

50대이상 4 8.00%　

전공

경제학 33 66.00%
100%에너지 10 20.00%

　기타 7 14.00%

(307명), 여성이 23.25%(93명)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연

령대를 비교하면 20대(2.00%), 30대(8.25%), 40대(32.0%), 

50대(41.0%), 60대이상(26.75%)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학력

을 살펴보면 초졸이하(3.50%), 중졸(25.75%), 고졸(51.25%), 

대졸이상(19.50%)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남성이 80.0%(40명), 여성이 20.0%(10

명)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연령대를 비교하면 20대

(10.0%), 30대(54.0%), 40대(26.0%), 50대 이상(8.0%),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공을 살펴보면 경제학(66.0%), 

에너지(20.0%), 기타(14.0%)로 나타났다.

AHP 기법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련된 농업

인들의 의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유벡터법을 적용하여 5개

의 평가기준과 15개의 개별 평가속성에 대하여 상대적 중

요도인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농업인들은 경제적 측면, 기

술적 측면, 환경적 측면, 수용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섯 

가지 주요 평가기준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전체 요인의 

0.54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

술적 요인(0.21), 환경적 요인(0.13)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개별 평가속성들에 대해서

는 고정투입비(0.3186), 운영관리비(0.1296), 기술우월성

(0.1197) 등이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평가되었다. 즉 농업

인들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다양한 속성요인 중 경제적 

요소인 초기투자비와 운영비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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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기법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련된 전문

가의 의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유벡터법을 적용하여 5개의 

평가기준과 15개의 개별 평가속성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

인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환경적 측면, 수용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섯 가지 

주요 평가기준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전체 요인의 0.45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술적 요인

(0.20), 환경적 요인(0.20)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개별 평가속성들에 대해서

는 고정투입비(0.2205), 수익성(0.1305), 온실가스 저감

(0.1080) 등이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

들은 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적 

요인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다중속성 분석

결과, 농업인과 전문가 그룹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농업인과 전문가 그룹 모두 대분류의 속성

에 대한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러나 가중치 분석결과 농업인은 경제적 측면을 우선시 하

는 반면, 전문가 그룹은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농업

인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분류 중요도의 경

우 농업인은 경제적 측면(고정투입비, 운영관리비, 수익성)

과 기술적 측면(기술우월성)을 중요시 하는 반면, 전문가 

그룹은 경제적 측면(고정투입비, 수익성)을 중요시 하지

만, 환경적 측면(온실가스 저감, 2차 오염문제)을 농업인보

다 중요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 하에서 신재

생에너지가 주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

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는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수용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

고 각 부문별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결정

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다양

한 속성요인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AHP 기법을 적용

하여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영향과 관련된 농

업인 및 전문가들의 의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전문가와의 델파이 기법을 바탕

으로 15개의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영향 속성들을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환경적 요인, 수용적 요인, 사회

적 요인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계층화함으로써 문제를 

구조화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AHP 분석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들은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

인, 환경적 요인, 수용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다섯 가지 

평가기준 가운데 경제적 영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

려하였다. 즉 농업인들은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에 있어 경제적인 요인들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농업인들의 경우 전체 개별 속성 가운데는 고정투

입비(0.3186), 운영관리비(0.1296), 기술우월성(0.1197) 등

이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평가되었다. 즉 경제적 요인 중 

초기투자비와 운영비 등 비용측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전문가의 경우에도 다섯 가지 평가기준 중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농업인에 

비해 환경적 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전체 개별 속성 가운데 고정투입비(0.2205), 수익

성(0.1305), 온실가스 저감(0.1080) 등이 가장 중요한 속성

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적 요인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경

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술, 환경,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속성요인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분석결과에서

도 알 수 있듯이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영향 요인 

중 경제적 영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고정비와 운

영비를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

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전문가와 농업

인의 조사결과에서도 농업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를 위한 속성요인 중 경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

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을 중

요시한 반면, 전문가 그룹은 경제적 요인을 우선시하면서

도 환경적 요인도 중요시 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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