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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정부의 농촌생활환경정비 추진으로 인해 우리의 농촌은 

주택, 마을 안길 등 기초생활환경의 정비와 자동차 및 여

가문화확산 등으로 인해 편리성을 추구하는 농촌개발사

업이 전개되는 등 다양한 개발과정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개발사업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

유의 환경과 농촌다움을 간과한 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물량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고유의 

환경자원, 문화자원 등의 가치가 상실됨은 물론 농촌이 

농촌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적인 외형을 닮아 가는 

모습으로 익숙해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의 도시적인 외형을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유의 환경 

및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성을 고려한 지속가능

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농촌마을 조성모델을 구축하기에 

이르 다. 이러한 조성모델이 구축됨으로써 향후 농촌개

발 및 정비시 새롭게 도입되는 시설 및 공간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입지에 대한 적합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

으로 분석․평가하여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온

전히 보전하고 지역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농촌개발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1)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러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은 지금까지의 환경분석 

및 입지선정과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새로운 농촌마을 조성모델에 따라 분석의 객관

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의사결정과정을 거침으로써 오류

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2.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농촌마을 조성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에 따른 주거단지를 조성함

에 있어서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를 입지 시키기 위한 개발가능 적지를 1차적으로 선정하

고, 평가지표에 따른 입지적합성을 분석하여 개발가능적

지와의 도면중첩기법(overlay method)을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함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 변화하는 농촌에 발맞추어 

농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난개발을 막고 개발적지 및 입지적합성을 체계적인 방법

으로 분석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준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적

합성 분석에 있어서는 GIS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의

사결정모형을 통하여 평가지표 도출 및 가중치를 선정하

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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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 대상지는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3리에 있

는 수련동 마을로서 총 81가구 2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45가구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본 사례대상

지를 선정한 이유는 젊은층의 거주비율이 높으며, 시설원

예를 통한 특용작물의 재배로 계약재배를 하는 등 마을

개발 및 발전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향후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통한 주거단지 조성의 잠재

력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선정된 마을에 대한 환경분석을 통하여 마을의 개발가

능적지를 1차적으로 추출하며, 추출된 개발가능적지에서

농촌형 환경친화적 주거단지의 입지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림 1. 사레대상지

수련동수련동 마을마을

2.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농촌형 환경친화적 주거단지의 입지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조성모델의 이론분

석, 개발가능적지분석, 입지적합성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의 추출 및 가중치 결정, 중첩에 의한 주거단지 입지 적

합성 분석의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입지적합성 분석을 위한 평가인자 도출은 대상지의 환

경분석을 통한 분석가능한 인자의 추출, 환경친화적 농촌

마을 모델이론 분석을 통해 적용가능한 인자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입지적합성 결정 평가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표의 등급화 및 가중치의 결정은 의사결정과정으로서 

쌍체비교법(Paired Comparison)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한 전문가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통계

적 분석을 통한 데이터 처리를 통해 개별지표(인자)의 가

중치를 결정하여 분석의 객관적인 틀로서 사용하 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경 및 환경생태분야 관련 전문가

를 대상으로 하 으며, 쌍체비교법은 30 표본 중 20표본

을 유효표본으로 확보하 으며, 회귀분석은 50표본 중 40

표본을 유효표본으로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지표의 등급화 및 가중치 결정을 통한 입지적합성 분석

과정은 GIS분석을 통한 공간자료(Spatial Data)와 속성자

료(Attribute Data)의 DB구축, 주제도 작성 및 인자별 등

급화, 도면중첩기법(Overlay Method)에 가중치 적용을 

통한 최종 입지적합성 분석을 하여 결정하고자 한다.

사용되는 지도는 1/5,000 수치지도를 활용하 으며, 자료

분석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ArcView 3.2, 

Microsoft Excel xp, AutoCAD 2002, spss ver10.0, 

Photopshop 7.0 등이 사용되었다.

그림 2. 연구의 절차

3.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조성모델 이론분석

 3.1 농촌마을 조성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의 획일적인 농촌생활환경정비의 방법과 특성에 대

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국제적인 농업환경에도 변화에 일

어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생활양식 및 삶의 질이 향

상됨에 따라 농촌정비에 있어서도 환경친화성, 지속가능

성측면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러한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변화가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근대적 농업시스템의 폐해를 인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계기가 되었으

며, 또한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비전의 전환과 세계적인 

추세를 통하여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의 활성화와 국토환경의 효율적 보전, 지역

여건에 적합한 마을의 조성 및 친환경시설을 통한 농촌

환경 및 경관 등을 농촌답게 유지․보전하자는 의지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3.2 농촌마을 조성 접근방법의 변화

과거 정부지원사업의 획일적인 항목과 정해진 용도에 맞

추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물적(hardware)위주의 단편적인 

사업추진을 지향하는 방식(하향식)에서 탈피하여 현재는 통

합적 접근과 상향식 접근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

세이다.

통합적 접근방법으로는 물리적 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마

을주변의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보전대책과 농경

지 등 생산공간의 정비와 종합적 연계를 통하여 농촌경관

의 보전, 취락의 친환경적 정비 및 신규 주거단지의 환경

친화적 조성 등으로 패러다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농

촌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동식물 서식처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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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자연생태계의 보전, 역사적 농업경관 및 취락의 문화경

관의 보전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마을의 정비에 있어서도 

기존취락의 환경친화적 정비뿐만 아니라 신규로 조성되는 

시설군의 배치에 있어서도 절․성토의 최소화, 수계에의 

향정도, 동식물에 미치는 향정도 등 환경친화성

(Environmental friendliness)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과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인 방법으로 접근방식이 변화하고 있

는 추세이다. 상향식 접근방식(Bottom-up)은 과거의 획일

적인 관주도형시대의 하향식 접근(Top-down)에 반대되

는 개념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자체의 입지가 강화

되는 새로운 개념의 선진적 접근방식으로서 주민과 지자

체의 자발적인 추진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방식으로 주

민참여, 관련분야의 파트너쉽(Partnership)의 구축, 지역의 

정체성(Identity)이 반 된 새로운 모델의 접근방식이다.

그림 3. 접근방식의 차별화(Bottom-up)

3.3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조성원칙 및 모델

가. 환경친화적 농촌마을의 조성원칙

환경친화적 농촌마을의 조성원칙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 사회․경제적 측면, 둘째, 

물리적 측면, 셋째, 생태적 측면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

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물리적 측면과 생태적 측면에 대

해서 기본목표와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 으며, 

그에 따른 조성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조성 원칙

구 분 목  표 원  칙

물리적 

측면

건전한 토지이용

보전공간설정(농업진흥구역의 보전 등)

마을내 공동공간 창출을 통해 사회 및 

문화적 생활강화

에너지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자연정화 오폐수 처리 및 쓰레기 처리

에너지 절약형 주거

녹색도로 정비 및 녹색교통 활성화

차별화 된 

시설․환경정비

어메니티(amenity)를 고려한 시설개발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을 체험과 

교류의 소재와 환경으로 활용하는 차별

화된 시설개발

생태적 

측면

자연의 접촉기회 증대 

및 서식공간 유지

녹지공간, 친수공간 보존

야생 동․식물 보존

농촌경관 유지․보존

(농촌다움의 보전)

가치 있는 건축물 보전(역사․경관특성)

농촌다움 유지․보존할 수 있는 활동

인공경관 조성시 환경친화성 고려

나.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조성모델(물리․생태적 측면)

물리․생태적 측면에서의 농촌마을 조성모델의 기본목표

들을 종합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적 지

속가능성1)에 해당하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성모델의 방향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조성모델 방향

모 델 기본방향

생태․녹색관광형 마을
자연환경의 보전, 환경전통형 농업

농촌다움의 보전 및 창조, 환경보전시설

21세기 선도형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형)

농촌생태계 유지, 농촌경관보전 및 향상

주거지 조성 및 정비, 생활기반 향상

전통적 농촌마을형

전통환경의 보전 및 관리

전통농촌형 마을 : 존속과 개발을 위한 공간

시스템 체계화

 - 기존자원의 복원 및 보전

 - 관광관련시설의 정비 도입

 - 주민관련시설 정비 도입

 출처: 행정자치부(2001) 21세기 새로운 농촌만들기 추진방향수

립을 위한 연구용역. p.109의 수정 및 보완.

4. 분석 결과고찰

 4.1 대상지 환경분석

본 사례대상지는 21세기선도형 마을의 모델로서 자연환

경적 측면에서 볼 때 지형은 표고 200m 이상 지역이 

63%인 산악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으로서, 동쪽과 북

쪽에는 치악산의 산자락인 감악봉(866m)이 자리잡고 있

다. 마을중심부는 대부분이 경사 10%내외의 비교적 평탄

지역이며, 경작지 및 인공구조물 지역은 경사 20∼40%를 

차지한다. 또한 식생측면에서 볼 때 배후산지는 녹지등급 

6∼7등급의 비교적 양호한 식생지대로서 현존식생은 낙

엽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이 대부분이며, 일부지역에 식재림

(조림지)이 존재한다. 마을 내에는 수련천이 마을중심부

를 관통하고 있으며, 갯버들, 갈대군락 등 수변식물이 자

생하고 있다. 마을 숲 지역에는 수령 50년 이상인 느릅나

무가 20주 이상 식재되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상지를 인문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 생산으로 인해 마을경제의 자립기반이 안

정되어 있는데 특히, 신선초, 케일 등은 계약재배를 통한 

전량납품을 하고 있으며, 오리농법을 통한 유기농 쌀도 

생산하여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기반시설은 마을 외곽부로 중앙고속도로가 관통하며, 마

을앞쪽으로는 중앙선 철도와 5번 국도가 통과하고 있다. 

또한 마을중심부를 지나가는 수련천이 마을 앞 용암천에

서 합류하여 흘러간다.

1) 농촌마을의 환경친화성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측면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안정된 경제시스템의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지속가

능성은 농촌사회구조의 안정을,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안정된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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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을을 감싸고 있는 낮은 산봉우리가 있어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점이 형성되어 있다.

 4.2 농촌형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개발가능 적지 및 입

지적합성 분석

가. 개발가능 적지분석을 위한 평가기준

사례대상지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할 때 취락지역과 절

대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제한된 토지 내에서 최소한의 

환경친화적 개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농촌마

을을 조성함에 있어 최소한의 개발은 일어난다는 전제하

에 개발가능 예상적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개발가능 적지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표

고 및 경사로서, 이 두 가지 요인은 기본적으로 부지의 

접근성을 결정한다. 또한 상기의 두 가지 요인 외에 절대

농지(농업진흥구역)룰 구분하여 절대농지에는 시설입지가 

불가능하도록 개발가능 적지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개발용이성에 따라 개발가능 적지를 High, Medium, 

Low로 구분하 으며, 각각의 요인에 대한 개발가능 적지

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표 3. 개발가능적지의 평가기준

요 인 등급구분

표 고
High(400m이하), Medium(400-500m), Low(500-600m), 

기각(600m이상)

경 사
High(15%이하), Medium(15-40%), Low(40-50%), 

기각(50%이상)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로서 제척요인(기각요소)

개발가능 적지분석의 결과 적지등급을 1급지, 2급지, 3급

지, 4급지로 구분하 으며, 급지별 분류기준은 1급지는 

표고 400m이하, 경사 15%이상인 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을 제외한 지역으로 분류하 으며, 2급지는 산지, 능선부

로서 표고 400-500m, 경사 15-40%지역이 해당되며, 3급

지는 표고 500-600m, 경사 40-50%지역이, 나머지 지역(4

급지)은 절대농지와 표고, 경사의 기각요소로 분류되었다.

 

그림 4. 개발가능적지 분석결과

표 4. 급지별 기준 및 면적

구분 급지기준 면적(㎡)

1급지 표고 400m이하, 경사 15%이하 1,239,975

2급지 표고 400-500m, 경사 15-40% 2,746,450

3급지 표고 500-600m, 경사 40-50% 1,681,900

4급지 그 외 지역 1,815,500

나. 농촌형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입지적합성 분석

(1) 농촌형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이유

사례대상지인 수련동 마을은 경제적 자립도와 마을 특

성화에 의해 도시로 이주했다가 귀농하는 인구가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외지인들이 일부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함으로써 마을의 공동

체가 약화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취락지

와 인접한 지역에 농촌형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를 입지시

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부하의 저감 및 공동체형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2) 입지적합성 분석과정

그림 5. 입지적합성 분석절차

입지적합성 분석과정은 개발가능 적지분석을 토대로 하

여 분석을 하게 되며, 평가지표의 도출 및 평가지표의 등

급화, 가중치(weights)설정을 위해 통계적 기법을 사용

(Paired Comparison, Regression Analysis)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ArcView 3.2를 이용한 요소도면 작성과 

도면중첩기법(Overlay Method)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입

지 적합성을 분석하 다.

4.3 입지적합성 분석 평가지표의 도출

본 연구에서의 평가지표 도출은 대상지역이 가지고 있

는 물리․생태적 측면의 환경적 요소의 분석과 농촌마을 

조성 모델분석에서의 고려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하 다.

본 사례대상지는 시설입지를 위한 기회인자와 제약인자

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항목들이 기회인자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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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마을 앞을 통과하는 도로와 중앙선 철도는 발

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제약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입지적

합성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로는 자연조건(표고, 경사, 향, 

식생, 조망경관, 수계로부터의 거리), 인문조건(철도소음

으로부터의 거리, 도로로부터의 거리, 취락으로부터의 거

리)으로 결정하 다.

4.4 입지적합성 분석을 위한 가중치 결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입지적합성 분석을 위한 객관적 타당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적합성 분석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결정방법으로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적 데이터 처리를 이용하 다.

분석지표간의 상대적인 경중률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

지므로 경중률 산정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

중치 결정방법으로 쌍체비교법(Paired Comparison)2)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두 방법에서 

도출된 가중치의 평균을 최종적인 평가지표의 가중치로 

결정하 다.

2) 두 개의 인자를 상호 비교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자는 1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인자는 0점을 부여했

으며, 두 인자의 중요도가 유사하여 구별이 곤란한 경우는 

0.5점을 부여했다. 쌍체의 수는 안자가 n개 있다고 할 때 

n(n-1)/2쌍이 되므로 비교할 때마다 1점이 부여되어 전체 인

자에 부여된 총점은 n(n-1)/2점이 된다. 이에 부여된 점수를 

합하면 해당 인자 가중치(weights)가 되는 방법을 말한다.

쌍체비교법에 의해서는 평가지표 9개 항목에 대해 총 

36[(n(n-1)/2]쌍이 분석되었으며, 중요하지 않음(0점), 구

별 어려움(0.5점), 중요함(1점)으로 구분하여 가중치 결정 

수인 [(n1-n36)/20]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

표6에 의해 입지적합성 평가지표의 가중치가 결정(1.0기

준)되었으며, 취락(마을)으로부터의 거리가 0.16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향(0.14)>수계(0.13)>조망경관(0.12)>도

로로부터의 거리(0.11)>식생, 철도소음으로부터의 거리

(0.10)>경사(0.09)>표고(0.07)의 순으로 가중치가 배분되

었다.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 하 다. 설문은 Likert 5점 척도로 9

개 변수에 대한 중요도를 표기하도록 하 으며 종속변수

인 입지중요성에 대한 독립변수로 x1(표고), x2(경사), 

x3(향), x4(식생), x5(조망경관), x6(수계), x7(철도소음), 

x8(도로), x9(취락)로 하여 분석한 결과 변수에 대한 설명

력(R
2)은 0.994로 매우 높으며, 유의확률(p-값)이 0.0000으

로 주어진 회귀식은 매우 유의하다고 판단되었다.

회귀식에 의한 분석결과에 가중치는 도로로부터의 거리

가 0.130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식생(0.116)>향과 표

고(0.115)>취락으로부터의 거리(0.113)>수계로부터의 거

리(0.106)>경사(0.105)>조망경관(0.085)>철도소음으로부터

의 거리(0.074)의 순으로 가중치가 배분되었다.

평가지표에 의한 가중치의 결정은 쌍체비교법에 의해 도

출된 가중치와 회귀분석에 의해 도출된 가중치의 평균을 

산출하여 최종적인 가중치를 결정하 다(표 7).

4.5 입지적합성 분석을 위한 평가기준 결정

표고 및 경사지표는 사례대상지의 입지여건 등을 감안

하여 등급분류를 하 으며, 개발가능적지(잠재력)를 통한 

단계별 평점부여를 하 다. 식생지표에서 비임목지는 현

재 취락, 농경지, 시설지역, 유휴공지 등을 포함한 지역으

로 식생보전을 위한 등급 및 평점을 분류하 다. 조망경

관 지표는 산이 얼마나 시선에 대해서 똑바로 서 있는가

를 보여주는 ‘입사각’의 개념을 적용하 으며3), 입사각이 

3) 보여지는 경관은 위로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는 시선과 경사

면이 이루는 각도, 즉 입사각(angle of incidence)에 향을 

표 5. 쌍체비교 Coding 표(P1)

표 6. 쌍체비교에 의한 가중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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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경우에는 그 만큼 눈에 잘 띄이므로 개발이 제한되어

야 한다. 따라서 본 대상지 조망점에서는 가시권 분석을 

통해 볼 때 14도 이상의 입사각은 지형 및 조망점의 여

건상 해당되지 않으므로 0-14도를 가장 높은 평점을 부

여하 다. 철도소음으로부터의 거리는 60m거리에 위치한 

주택에서의 소음도가 60-70dB까지 나타나므로 60dB를 

한계점으로 하여 거리감쇠가 2배 증가할 때마다 소음도

의 차이를 보이므로 본 사례대상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등급분류 및 평점을 부여하 다.

표 7. 평가지표의 등급분류 및 가중치 결정

평가지표 가중치 등급분류

표고 0.09 300m<(3), 300-500m(2), 500-600(1), 600m>(0)

경사 0.10 10%<(3), 10-25%(2), 25-40%(1), 40%>(0)

향 0.13 S-SE(3), SW-E(2), W-NE(1), NM-N(0)

식생 0.11 비임목지(3), 조림지(2), 활엽수림(1), 침엽수림(0)

조망경관 0.10 Not visible(0), +30-30도(1), 0-14도(2)

수계로부터 

거리
0.12 50m<(3), 50-100m(2), 100-200m(1), 200m>(0)

철도소음으로

부터 거리
0.10 240m>(3), 240-120m(2), 120-60m(1), 60m<(0)

도로로부터 

거리
0.12 50m<(3), 50-100m(2), 100-200m(1), 200m>(0)

취락으로부터 

거리
0.14 50m<(3), 50-100m(2), 100-200m(1), 200m>(0)

4.6 입지적합성 분석 및 종합

입지적합성 분석은 9개 평가지표별 등급분류 주제도면

을 작성하 으며, 9개 등급분류 주제도면에 가중치를 부

여한 도면중첩기법을 이용하여 분석도면을 작성한 후 개

발가능적지분석도면(그림 4)을 다시 중첩하여 최종적인 

입지적합성 분석도면을 작성하 다.

그림 6. 향 등급 분석

 

받으며, 입사각=경사각-앙각(부각)이며, 경관에 따른 토지이

용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김성균(1993), 도시

주변산의 경관보전 및 관리를 위한 GIS이용, 한국 GIS학회

지. p.128에서 부분인용

   

그림 7. 식생분석

   

그림 8. 조망경관 분석

   

그림 9. 수계로부터의 거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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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도로로부터의 거리분석

   

그림 11. 취락으로부터의 거리분석

   

그림 12. 철도소음으로부터의 거리분석

  

그림 13. 평가인자 중첩에 의한 입지적합성 분석결과

평가인자별 주제도 중첩에 의한 적합성 분석 결과 실질

적으로 주거단지가 입지 할 수 있는 지역은 1급지와 2급

지로서, 2급지는 경사도 등을 감안할 때 테라스형의 주거

단지 입지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는 그림 4(개발가능적지분석결과)와 그림 13(평가

인자 중첩에 의한 입지적합성 분석결과)을 중첩하여 최종

적인 농촌형 환경친화적 주거단지가 입지 할 수 있는 적

합지역을 분석한 것이다.

표 8. 급지등급에 따른 개발과 보전의 기준

구 분 개발방향

1급지
개발은 하되, 개발과 보전의 조화도모

지형변경 거의 없거나 최소화되는 지역

2급지
환경친화적 개발유도, 소규모 면적, 점적개발(개발+보

존의 균형), 테라스형 개발가능

3급지
보존중심의 점적․선적 개발(등산로 등 지형에 순응하

는 개발)

4급지
보존지역으로서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지역(농업진흥구

역, 경사․표고의 한계지역)

그림 14. 입지적합성 최종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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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입지적합성 분석에는 그림 4의 개발가능적지분석 

결과도면에서 제척요인으로 작용한 농업진흥구역과 경사 

및 표고의 기각요소가 배제되었으며 특히, 농업진흥구역

을 제척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확보를 위한 기본목적을 충

족시켰다. 개발가능적지와의 중첩을 통하여 지형 및 자

원, 경관보전에 주안점을 주어 최종적인 입지를 분석하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지로서 가용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그림 13, 그림 14를 비교할 때 1급지의 면적이 상

당히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1급지로 분석된 지역 중 비교적 주거단지가 입지

하기에 면적 및 지역여건성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한 지역

은 점선으로 표시한 지역으로 현재 토지이용상태는 유휴

지로 남아 있어 분석과 실질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

며, 기존취락과 인접해 접근성 측면에서도 양호한 편이

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마을발전을 위해 기부한 땅이 일

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 지역에 주거단지를 입지

시킨다면 물리적 측면의 입지성 외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농촌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또

한 농촌마을 조성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어 

농촌의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친화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

나 아직까지도 실행적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촌마을 조성의 모델로 계획된 사례지역의 

분석을 통하여 농촌마을의 개발 및 보전의 방향을 제시

하고, 농촌형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입지선정의 준거틀을 

제시하 다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농촌마을도 계획적, 체계적으로 보전의 논리 속에 개발

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와 연구대상지의 특수성을 감안한 

농촌형 환경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의지 하에 GIS기법 

및 통계적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그러나 작업을 함에 있어 

지역 생태계조사자료의 미흡으로 평가인자 도출에 제약

으로 작용하 으며, 의사결정과정인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도 표본수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또한 

주민주도형 농촌마을의 모델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한 점 등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판

단된다.

 그러나 농촌마을 환경을 보전한다는 전제 하에 입지결

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환경 및 경관의 훼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입지 적

합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대상지 여건과 부합되는 결

론을 도출하 다는 점은 향후의 농촌마을 조성에 있어서 

주거지역 및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입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후속적인 연구의 방향을 생각해 

볼 때 사회․경제적 지표, 문화적 지표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분석도 고려해 볼 수 있

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 한 주민활성화, 

마을활성화, 지역활성화 측면의 비물적인 요소를 활용한 

연구도 농촌마을 조성모델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하고 가

치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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