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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IS-based Spatial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SDSS), the Boolean logic by conventional simple overlay method

contains two problems. One is losing lots of information in analysis process, the other is unable to reflect of weighting values

between evaluated items. Therefore, evaluation system a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needs to improve these problems

effec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enefit of AHP method and GIS spatial analysis in site analysis for crop

cultivation. First, the weighting value of AHP for topography, distribution grade of water, property of soil and slope items are

evaluated throughout survey to experts of soil, crop and agricultural management fields. On the basis of these weighting value

of AHP by items, site suitability analysis for black raspberry cultivation is performed. To estimate the benefit of AHP method,

the current cultivating map of black raspberry is constructed in Ssangchi-myeon district. In comparison with site analysis of

Boolean logic, site analysis of AHP method shows more rea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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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GIS 기반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기존의 단순중첩에 의한 부울논리는 정보의 손실과 요소간 가중치를 반영하지 못하

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석계층처리 (AHP)와 같은 전문가 시스템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AHP 기법과 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작물재배 적지 선정기법의 효용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토양, 작물 그리고 농업경영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지형, 배수등급, 토성 그리고 경사에 대한 AHP 가중치를 평가하

였다. 이러한 요소별 AHP 가중치를 기반으로 GIS 공간분석을 활용하여 복분자 재배 적지분석을 수행하였다. AHP 기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쌍치면 일대의 복분자 재배지를 도면으로 구축한 후 기존의 부울논리에 의한 적지선정 결과와 비

교한 결과 AHP 기법에 의한 적지선정 결과가 현장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 분석계층처리, 부울논리, 적지분석,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 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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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와 지식과 같은 무형 자원이 사회 발전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이른바 정보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면서

도형, 영상, 속성 및 위치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한 지리 정보 체계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RS(Remote

Sensing) 기술 발달로 공간 정보의 조작이 용이해지고 있으

며, 이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Armstrong 등, 1991; Amstrong, 1993; Chang

등, 1997; Hill 등, 2005; Nath 등, 2000; Thomas, 2002).

현재 국내의 지리정보시스템은 계획, 자원 관리, 교통, 환경,

국방, 사회 안전, 시설물 관리, 지도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공간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 지리정보시스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 분야에 관련된 GIS

연구로는 정밀농업(PA; Precision Agriculture), 농장 적지분

석, 작물 재배 적지분석, 작물 작황분석, 농업용수 관리, 토

양 보전·조사 및 토양처리 분석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고

홍석 등, 2004; 이신호 등, 1995; 이지민 등, 2004; 정석재

등, 2004).

최근 농업 과학 기술원에서는 GIS 및 RS와 관련된 정보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홍석영, 2003), 대표적으로 농

업토양정보시스템(ASIS; Agriculture Soil Information

System)은 우리나라의 토양 정보를 물리적 주제도, 토양 이

용 주제도, 작물 재배 적지, 토양 적성 등급으로 분류해서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과학영농시대에 농작물과 관련한

적지분석은 토양의 형태 및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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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별(토성, 경사, 배수등급, 지형 등)로 최적지, 적지, 가능

지, 부적지로 구분하여 텍스트 형태로 관리하거나 종이지도

에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존의 방법들은 농업관

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게 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최근 전자정부 구현과 함께 타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GIS 정보가 유입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

절한 대응이 미진할 경우 농업 관련 분야로의 응용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를 노출하게 될 것

이다. GIS를 이용한 기존의 농업관련 적지분석 연구는 단순

부울논리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적지와 부적지 간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시스템 기법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농촌 보존

과 소비자들의 안전한 농산물 요구로 작물에 대한 적지분석

을 위해 GIS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최근 농촌 고소득 작물

로 각광받고 있는 복분자 재배 적지분석에 적용하였다. 먼

저, 복분자 재배 적지선정을 위해 수치지형도로부터 DEM

(Digital Elevation Model)과 경사도를 분석하였으며 세부정

밀토양도로부터 토성, 배수등급, 지형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복분자 재배지 선정시 기존의 부울논리에 의한 경계선상

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적지인자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부울논리와

AHP 기법에 의한 복분자 재배지 분석결과와 현지조사한 복

분자 재배지와의 공간 중첩분석을 수행하여 AHP 기법의 효

용성을 평가하였다.

2. AHP 개념과 일관성 검증

AHP는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 구조로 정리하여 최적의 대

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Saaty(1987)에 의해 개발되었다.

Saaty(1987)는 AHP를 다수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의 문제에

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의사 결정 지원 방법론(decision

aiding methodology)으로 정의하였다. 계층분석처리는 최종

목표, 단계의 구분, 단계별 평가 기준, 대안 등으로 구성되

며 기준과 단계들은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의사 결정자는 각 평가 기준에 상응하는 상대적 중요성과

각 평가 기준에 대한 대안의 선호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

로 최종적으로 각 대안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를 도출한다

(안승범 등, 2003).

계층분석처리는 크게 3가지 과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과정은 목적에 접근하기 위한 계층을 설정하고 계층의 각

단계를 구성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과정은

계층의 각 단계별 평가요소간에 이원비교 또는 쌍체비교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은 이원비교의 결

과에 대한 일관성을 검증하고 최종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

는 것이다. 계층분석처리에서 평가요소들을 A1, A2, ..., An

이라 하고 그들의 가중치를 Wi라고 할 때, n개 원소의 이

원비교 논리는 식 (1)의 행렬 A = (aij)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1  A2  . . . An

(1)

이러한 이원 비교는 동일한 단계에 있는 요소들 사이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 및 척도(scale)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례값으로 구성된 행렬은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i, j = 1, 2, ..., n)  (2)

이때 정방행렬 A는 대각선의 모든 값이 1이 되는 역수행

렬(reciprocal)이다.

계층적 분석방법론의 핵심은 각 단계의 요소들 사이의 가

중치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가중치의 벡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원비교행렬 A에 의해 w의 관측이 가능해 진다. 행렬

A의 계수는 상대적 중요도로부터 얻어디며, A가 이원비교 행

렬일 경우 가중치를 나타내는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 A·

w = λmax·w를 만족하는 종벡터 w를 구해야 한다. 이상적인

이원비교행렬 A와 w 및 n의 추정값을 A ', w', λmax로 나타

낼 때, 이것은 A '·w ' = λmax·w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

적으로 일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성질

을 이용하여 λmax가 n에 가까울수록 A '의 계수 추정값은

더욱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추정값 w '도 실제

w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일치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일관성 지표(C.I : Consistency Index)는 식 (3)과 같이 나

타내어진다.

(3)

식 (3)에서 구해진 C.I는 A와 같은 크기이며 9점 척도와

그의 역수들을 사용하여 표본 500개로부터 무작위 지표를

구하여 선정한 무작위 일관성 지표 (R.I : Random

consistency Index)와 비교한다. R.I에 대한 C.I의 비를

C.R(Consistency Ratio)라고 하며, C.R이 0.1 이하의 값을

가질 때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게 된다(임승현과 조기성,

2002).

(4)

공간분석 분야에서 AHP를 도입하려는 많은 연구가 시도

되었다. 최수명 등(1998)은 의사 결정 기법을 이용한 농촌

지역 시설 적정입지선정 모델에서 농공단지를 사례로 한 연

구에서 AHP기법을 이용하였고, 김영 등(2001)은 다기준 의

사 결정 모형과 GIS를 이용한 공원 입지 선정에서 GIS와

AHP를 이용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안승범 등

(2003)은 계층 분석 방법을 이용한 화물 터미널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에서 AHP를 이용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임

승현과 조기성(2002)은 퍼지와 AHP 기법을 결합하여 신시

가지 입지선정과정을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

처럼 시설물이나 신시가지 선정 등에 AHP기법을 적용하였

으나, 작물 적지 분석에 있어서 AHP 기법 적용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A

A
1

A
2

:

:

An

W
1
W

1
⁄ W

1
W

2
⁄ …W

1
Wn⁄

W
2
W

1
⁄ W

2
W

2
⁄ …W

2
Wn⁄

: : … :

: : … :

Wn W1
⁄ Wn W2

⁄ …Wn Wn⁄

=

aij wi wj⁄=

C.I λ
max

n–( ) n 1–( )⁄=

C.R C.I 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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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베이스 구축

3.1 연구대상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 생산구조의 변화로 농촌 소

득 증대를 위한 지자체별 고소득 작물 재배단지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복분자는 농촌지역 고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복분자는 고창지역에서 대단위로 재배하고

있으나 경작 년수 20년 이상이 되어 연작장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분자의 수량은 2~3년에서 최고 수량인

700~800kg/10a이나 5년 이상에서는 200~300kg/10a로 낮아

져서 경제성이 없으며, 연작장해가 심해 5~7년 이상이 되면

품질 및 수량이 급격히 저하되는 특징이 있다(호남농업연구

소, 2005). 이러한 문제로 순창군지역에 복분자 재배단지 조

성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한 대상지를 전라북도 순창군 일대(E 126o52'~E

127o18', N 35o18'~N 35o33')로 선정하였다.

3.2 GIS DB 구축

본 연구에서는 복분자 재배 적지선정을 위해 국토지리정보

원의 수치지형도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의 세부정밀토

양도를 기본 DB로 이용하였다. 수치지형도은 DEM과 경사

도를 구축하는데 활용하였고, 세부정밀토양도는 지형, 배수

등급 그리고 토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20m 해상도의 DEM을 구축하였다. 대상지내 표고의 범위는

50.67~816.42m로서 동쪽은 구릉지나 평야지대로 구성되어

비교적 낮은 표고분포를 보인 반면, 서부 지역은 고도가 높

은 산악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읍·면별

표고 분포는 순창읍이 80~502m로서 서부와 남부지역의 표

고가 높고 중심부는 80m의 표고로 분석되었다. 구림면의 표

고는 135~816m로 다소 높은 표고를 가지고 있으며, 서부

지역의 표고는 순창군내에서 가장 높은 표고를 보이고 있다.

과수재배가 많은 금과면의 표고는 100~510m의 범위를 나타

내었으며, 복분자 주 재배지역인 쌍치면의 표고는 50~705m

로서 서부와 동부 지역의 표고는 높으나 중심부의 표고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사는 지형의 기복을 표시하는 기준으로서, 본 연구에서

는 DEM을 이용하여 경사도를 분석한 결과 0~151%의 경

사도 분포특성을 나타내었다.

세부정밀토양도는 국가의 농업기본정책수립, 토양종합관

리, 작목적지 선정, 토양개량 및 시비처방 등에 활용하기 위

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전산화한 것으로서, 세부

정밀 토양도 레이어에는 토양명, 토성, 배수등급, 토지이용,

토지이용추천, 지질 특성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토양 속성정보에 기초하여 토양군을 재분

류함으로서 작물 재배 적지인자를 계산할 수 있었다. 먼저,

토성이란 무기질 토양 입자들의 여러 가지 크기의 상대적

비율 즉 점토, 미사 및 모래(직경 2mm 이하)의 비율에 의

하여 결정되며,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을 지배하는 주요 요인

이다. 토성 등급은 모래(Sand), 미사(Silt) 및 점토(Clay)의

함량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한 가지 입자로 구성된 토양은

거의 없다(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1). 대상지내 토성

의 분포특성을 분석한 결과, 양토 367.67km2(74.80%), 미사

질양토 29.27km2(5.95%), 미사질식양토 1.01km2(0.21%),

사양토 5.86km2(1.19%), 세사양토 3.18km2(0.65%) 그리고

양질세사토 0.06ha(0.01%)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읍면별 분포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GIS Zonal 통계함수

를 적용한 결과, 순창읍의 토성 분포는 양토 18.27km2, 사

양토 1.16km2, 미사질양토 0.67km2, 세사양토 0.25km2, 미

사질식양토 0.15km2로 거의 대부분이 양토로 구성되어 있었

으며, 과수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금과면의 토성은 양토

25.60km2, 미사질양토 0.35km2, 사양토 0.09km2로 금과면그림 1. 연구대상지

그림 2. DEM 분포도

그림 3. 경사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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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토성중 양토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분자 재

배면적이 가장 많은 쌍치면도 양토 72.32km2, 미사질양토

2.64km2, 사양토 0.81km2, 세사양토 0.22km2, 미사질식양토

0.17km2의 구성분포를 보였으며, 복흥면 등 연구지역내 대부

분의 토성이 양토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양 배수등급은 유거, 내부 토양 배수 및 투수성에 근거

를 두어 광의로 규정하고 토색, 반문의 양과 부위, 지하수위,

토성, 모재 및 지형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배수 매우양호, 양

호, 약간양호, 약간불량, 불량, 매우불량과 같이 6개 등급으

로 구분한다. 연구지역의 배수등급은 양호 248.53km2

(51.71%), 약간양호 54.76km2(11.39%), 매우양호 133.40km2

(27.75%), 불량 1.15km2(0.23%), 약간불량 36.91km2(7.68%)

그리고 매우불량 5.85km2(1.21%)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지

역내 읍·면별 배수등급 분포는 순창읍이 양호 10.04km2,

약간양호 3.08km2, 매우양호 3.95km2, 불량 0.03km2, 약간

불량 2.99km2, 매우불량 0.40km2의 배수등급 분포를 보였으

며, 과수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금과면은 양호 16.59km2,

약간양호 0.79km2, 매우양호 1.51km2, 불량 0.35km2, 약간

불량 5.62km2, 매우불량 1.17km2의 분포로 배수 양호가 대

부분이었으며 배수 약간불량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었다. 또

한, 복분자 주 재배지역인 쌍치면의 배수등급별 분포는 양호

38.29km2, 약간양호 11.23km2, 매우양호 26.05km2, 약간불

량 0.61km2이며 이 지역의 배수불량과 배수 매우불량은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쌍치면 다음으로 복분자 재

배지가 넓은 복흥면의 배수등급은 양호 45.57km2, 약간양호

10.42km2, 매우양호 14.51km2, 약간불량 1.07km2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 지역도 쌍치면과 같이 배수불량과 배수

매우불량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는 배

수등급 분포도이며, 연구지역의 배수등급은 양호와 매우양호

그리고 약간양호의 분포가 대부분으로 분석되었다.

지형은 지표를 구성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지형의 식별은

토양 경계선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대상지 지형을 GIS

공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록경사지 62.50km2

(13.01%), 산악지 223.14km2(46.46%), 구릉지 84.70km2

(17.63%), 선상지 26.00km2(5.41%), 곡간지 61.50km2

(12.80%), 하성평탄지 17.65km2(3.68%), 홍적대지 4.77km2

(0.99%) 그리고 하해혼성평탄지 0.02km2(0.01%)로 나타났

다. 읍·면별 분석에서는 순창읍이 산록경사지 2.62km2, 산

악지 3.70km2, 구릉지 6.64km2, 선상지 0.03km2, 곡간지

4.39km2, 하성평탄지 2.35km2, 홍적대지 0.68km2의 분포

면적을 보였으며 지형의 종류 중 하해혼성평탄지는 분포하

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과면은 산록경사지

1.62km2, 산악지 1.51km2, 구릉지 11.94km2, 곡간지

10.39km2, 하성평탄지 0.57km2의 분포 면적을 보이며 선상

지, 홍적대지, 하해혼성평탄지의 지형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구릉지의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복분자 주 재배지인 쌍치면은 산록경사지 12.70km2,

산악지 53.08km2, 구릉지 0.02km2, 선상지 8.33km2, 곡간

지 0.94km2, 하성평탄지 0.94km2 그리고 홍적대지 0.17km2

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쌍치면의 지형은 대부분 산악지로 구

성되어 있으나, 산록경사지 및 선상지 등의 면적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복흥면의 지형분포는

산록경사지 10.35km2, 산악지 48.35km2, 구릉지 0.02km2,

선상지 9.11km2, 곡간지 1.62km2, 하성평탄지 1.25km2, 홍

적대지 0.85km2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쌍치

면과 비슷한 지형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AHP를 이용한 재배지 적지분석

4.1 복분자 특성과 적지선정 기준

4.1.1 복분자 특성

복분자는 장미과의 다년생 낙엽 관목으로서 한국, 일본, 대

만, 중국, 오스트리아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황해도

그림 4. 토성 분포도

그림 5. 배수등급 분포도

그림 6. 지형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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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중남부지방 해발 50~1,000m 지역의 산기슭 양지에

자생하였으나, 최근 들어 재배가 늘어 전라북도 고창, 순창,

정읍 등의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복분자는 전국 어

디서나 재배할 수 있으며 추위에 매우 강하나, 줄기속이 비

어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으면 줄기에 상처를

입어 쉽게 병에 감염되어 썩기 쉽다. 또한 잎 피해를 받아

잎이 떨어지면 양분을 저장할 수 없어 줄기가 약해지기 때

문에 복분자 재배시 바람의 피해가 적은 곳을 선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리고, 복분자는 토양조건에 대한 적응성이 상

당히 좋고 배수 불량지, 지하수위가 높은 곳, 극단의 건조

지역이 아니면 잘 자라는 특징을 있고 토양조건은 유기물이

풍부하고 보수력이 좋은 사양토로 토양 산도(pH)가 5.5~7.0

범위에서 잘 자란다(호남농업연구소, 2005).

4.1.2 적지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복분자 재배 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호남농

업연구소(2005)에서 제시한 복분자 재배 적지기준 자료를 활

용하여 적지, 가능지, 부적지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복분자

생육 및 성장에 필요한 주요 요소는 지형, 배수등급, 경사,

토성 등으로서, 지형에 대한 적지 인자는 하성평탄지, 곡간

및 선상지, 대지, 산록경사지, 구릉지 등이며, 경사는 0~15%

범위의 경사가 적지 인자이고, 배수는 양호와 약간양호, 토성

은 식양질이나 사양질의 양토가 적지인자로 분석되었다(호남

농업연구소, 2005). 복분자 재배에 영향을 주는 바람의 영향

은 지형요소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산도(pH)는 토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어 적지선정을 위한 요소에서 제외하였다.

표 1은 복분자 재배 적지요소별 선정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각 인자들은 요소별 적지분석을 위한 중요한 변수들이다.

인자별 등급 부여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그 단계가 달라

질 수 있다. 정석재 등(2004)은 토양의 형태 및 물리적 특

성을 고려한 고추 재배적지 기준 설정에서 최적지, 적지, 가

능지 및 저위 생산지로 구분하였으며, 조명희 등(2001)은 아

까시나무 밀원 식물 단지 적지 선정을 위한 위성영상과

GIS의 응용기법에서 최적지와 적지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

에서는 각 인자의 등급 선정에 대한 객관적 표현보다는 경

험에 의한 구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또한 인자의 등급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선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는 복분자 재배적지 인자를 선정하기 위해 호남농업

연구소(2005)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적지, 가능지, 부

적지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4.2 부울논리에 의한 재배지 적지분석

호남농업연구소(2005)에서 제시한 적지인자별 등급기준과

GIS DB를 이용하여 복분자 재배적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적지 77.92km2, 가능지 110.47km2 그리고 부적지

가 286.76km2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대상지인 순창군 면적

의 16.40%, 23.25%, 60.35% 비율에 해당된다. GIS Zonal

함수를 적용한 지역별 분석에서는 금과면이 6.34km2로 가장

많은 적지면적을 보였으며, 순창읍은 2.26km2 그리고 복분자

주 재배지인 쌍치면은 3.46km2로서 금과면에 비해 상당히

적게 평가되었다. 또한 지형 및 배수등급 등에서 쌍치면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 복흥면의 적지 면적은 4.08km2로 분석

되었다. 그림 7은 부울논리에 의한 복분자 재배 적지 분석

결과이다. 부울논리에 의한 지역별 복분자 적지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4.3 AHP에 의한 재배지 적지분석

표 1에 제시된 호남농업연구소(2005)의 자료는 복분자 재

표 1. 복분자 재배 적지선정 기준

구분 요소별 적지선정 기준

적지

지형
하성평탄지, 곡간 및 선상지, 대지, 산록경사지, 구
릉지

경사 A(0~2), B(2~7), C(7~15)

배수 양호, 약간양호

토성 (미사)식양질, (미사)사양질

가능지

지형
하성평탄지, 곡간 및 선상지, 대지, 산록경사지, 구
릉지

경사 D(15~30%)

배수 약간불량

토성 식질, 사력질

부적지 

지형 산악지, 하상지

경사 E(30%이상)

배수 불량, 매우양호

토성 사질

그림 7. 부울논리에 의한 적지 분석

표 2. 부울논리에 의한 복분자 적지 면적(km2)

지역 적지 가능지 부적지

순창읍 2.26 4.62 13.73

복흥면 4.08 4.21 62.02

쌍치면 3.46 4.55 67.59

구림면 4.94 7.68 67.93

인계면 4.22 9.09 22.61

적성면 2.58 6.35 22.75

동계면 3.31 8.76 42.64

팔덕면 3.83 8.15 24.77

유등면 2.73 3.75 10.53

금과면 6.34 6.49 11.29

풍산면 4.57 7.72 15.01

합 계 42.32 71.37 3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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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지 인자와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각 인자들간의 가중치

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복분자 재배적

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인자들간의 중요도를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인자들간의 가중치를 효

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AHP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하 호남농업연구소와 순창군 농업기술센

터 그리고 농업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5년 10월 10일

부터 10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HP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문가 그룹의 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분야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토양, 작물 그리고 농업경영 분야의 전문가를 각

각 10명씩 총 30명을 선정하였다. 그림 8은 적지 인자별

가중치 부여를 위한 설문 조사 내용이다.

AHP 가중치 및 C.R 분석을 위해 AHP 전용프로그램인

Expert Choice 2000을 사용하여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분석결과 지형에 대한 가중치가 39.1%로 가장 높은 값

을 나타냈으며 배수등급이 27.6%, 경사가 19.5% 그리고 토

성이 13.8%로 가장 낮은 가중치를 보였다. 또한 AHP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일관성 비율인 C.R은

0.05로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가 의미

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HP 기법에 의한 각 인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분자 재배지를 분석한 결과 적지

55.91km2, 가능지 165.10km2 그리고 부적지 253.24km2로

평가되었으며, 전체 연구대상지를 볼 때 부울논리에 의한 적

지 분석 결과와 비교시 적지 (-)22.01km2, 가능지 (+)55.53

km2, 부적지 (-)33.52km2로 증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AHP 분석기법을 이용한 복분자 재배 적지분석의 지역별

분포는 순창읍 4.58km2, 복흥면 8.61km2, 쌍치면 6.65km2,

구림면 6.40km2, 인계면 3.20km2, 적성면 4.77km2, 동계면

4.18km2, 팔덕면 4.19km2, 유등면 4.02km2, 금과면 3.93

km2, 풍산면 5.35km2로 복흥면의 적지 면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면중첩에 의한 부울논리 방법을 적용

시 6.34km2로 가장 높은 적지면적을 보였던 금과면은 AHP

기법을 적용시 3.93km2로 나타났으며, 이는 복분자의 적지요

인 중 지형인자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4.4 부울논리와 AHP 기법간의 적지분석 비교

본 연구에서는 복분자 주재배지인 쌍치면의 복분자 재배지

역을 조사하여 부울논리와 AHP 기법에 의한 적지분석 결과

와 비교하였다. 조사방법은 해당지역 1/5,000 수치지형도와

위성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도로 및 하천 등과 같은 지형지

물을 이용하여 해당지역 복분자 재배지역을 도면화 하였다.

쌍치면의 복분자 재배지역 조사결과, 쌍치면의 밭 면적인

8.74km2중 절반 이상인 4.50km2가 복분자 재배지로 나타났

다. 이러한 복분자 재배지 조사도면과 부울 및 AHP 기법에

의한 분석 결과를 공간 중첩하였다. 먼저 부울논리 의한 결

과를 볼 때, 현장조사한 복분자 재배지역중 적지 2.27km2,

가능지 1.57km2 그리고 부적지가 15.61km2로서 적지면적의

그림 8. AHP 분석을 위한 설문지

표 3. AHP 가중치 및 C.R 분석 결과

가중치 C.R

지형 0.391

0.05
배수등급 0.276

경사 0.195

토성 0.138

그림 9. AHP 기법을 이용한 적지 분석

표 4. AHP에 의한 복분자 적지 면적(km2)

지역 적지 가능지 부적지

순창읍 4.58 9.21 6.81

복흥면 8.61 16.23 45.47

쌍치면 6.65 16.78 52.17

구림면 6.40 21.95 52.20

인계면 3.20 17.48 15.23

적성면 4.77 12.49 14.42

동계면 4.18 18.00 32.49

팔덕면 4.19 14.87 17.70

유등면 4.02 8.45 4.54

금과면 3.93 14.70 5.49

풍산면 5.35 15.68 6.27

합 계 55.88 165.84 2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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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비율이 11.67%에 비해 부적지 면적비율은 80.36%로 나

타났다. 반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AHP 기법에 의한

적지분석 결과는 복분자 재배지역중 적지 5.80km2, 가능지

6.51km2 그리고 부적지가 7.14km2로 각각 29.82%, 33.47%,

36.71%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적지와 가능지의 비율

을 볼 때 AHP 기법이 기존의 부울논리에 의한 적지분석에

비해 보다 현장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과 11은 부울논리와 AHP 기법에 의한 적지와 재배지 조

사지역과의 중첩화면이며 표 5는 각 기법별 중첩비율을 나

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울논리와 AHP 기법간의 비

교를 위해 현장조사한 복분자 재배지역을 객관성 있는 자료

로 가정하였다. 다만, 작물재배지의 위치가 단순히 작물의 성

장에 적합한 인자들만의 함수는 아니며, 여러 가지 사회 환

경적인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 사실

이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적인 요인들을 배제한다고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AHP 기법에 의한 적지선정은 최근 농

촌의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복분자 재배지의 타지역

확대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에게 양질의 의사결정자

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복분자 재

배 적지선정을 위해 전라북도 순창군 일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지형도 및 세부정밀토양도로부터 경사도, 토성, 배수등급

그리고 지형 등의 복분자 재배 적지선정을 위한 GIS 자

료를 구축하였으며, Grid 시스템의 Zonal 함수를 적용하

여 읍·면별 분포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2.토양, 작물 그리고 농업경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형, 배수등급, 토성 그리고 경사에 대한 AHP 가중치를

평가한 결과 지형요소가 39.1%로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으며, 일관성 비율인 C.R도 0.05로서 신뢰할 만한

평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3. AHP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복분자 재배적지 도면을

기존의 부울논리를 적용한 도면과 비교한 결과, 적지 (-)

22.01km2, 가능지 (+)55.53km2 그리고 부적지 (-)33.52

km2 로서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AHP 가중치의 영

향이 복분자 재배 적지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

석된다.

4. AHP 기법에 의한 복분자 재배 적지선정의 효용성을 평가

하기 위해 복분자 주재배지역인 순창군 쌍치면에 대한 현

장조사를 수행하여 복분자 현재배지 도면을 구축하였으

며, 이를 AHP와 부울논리에 의한 재배 적지선정 결과와

GIS 공간 중첩한 결과 AHP 기법에 의한 재배적지 선정

결과가 부울논리 기법에 비해 현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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