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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형할인점의 출현은 비록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른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도시의 토지이용과 도시

시설계획 그리고 시민의 일상생활의 편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과 도시시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형할인점의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할인점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자, 영업면적이 3000㎡이상인 대형할인점에 대한

입지 요인을 토지이용, 도시시설 그리고 시민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보

아 그 특성을 요약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GIS와 AHP를 통합․이용하여 정확하

고, 효율적으로 최적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1. 서론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소비형태의 변

화, 유통시장의 개방 압력은 새로운 유통기술의 도입

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약 10년간에

도시 지역 시민 소비 생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게된 것이, 대형 유통업체와 대기업․외국의 유통

업체 등 대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할인점이라는

업태이다. 대형할인점은 1993년 최초 출점한 이후,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지방의 중소도시에까지 진

출이 가속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을 기점으로 대형할인점의 매출액

이 백화점을 추월하여 유통업계 1위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대형할인점에 대한 유통활동 특성과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과거의 소매업태의 대한

인식에 의한 법적 근거와 기업의 근시안적인 의사결

정에 의해 대형할인점의 입지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

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경쟁

적 출점으로 인해 특정지역에 점포의 과포화나 과잉

투자는 유통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의 대형할인점의 중복 입점의 결과는 도시

내 인구집중, 교통정체 유발과 상업적 소외현상이 일

어나면서 도시 내 또 다른 분배의 불균형을 야기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형할인점의 출현은 비록 시장 경제의 원칙

에 따른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도시의 토지이용과

도시시설계획 그리고 시민의 일상생활의 편익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도시시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형할인점의 입

지특성을 고려하여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할인점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

고자, 영업면적이 3000㎡이상인 대형할인점에 대한

입지 요인을 토지이용, 도시시설 그리고 시민의 일상

생활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아

그 특성을 요약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GIS와 AHP를 통합․이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최적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2. AHP의사결정 이론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은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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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 과정을 다수의 계층(level)으로 설계한 후,

계층별 기준 및 대안들의 중요도를 서로 비교하는

쌍대비교법(paired comparisons method)에 의해 단

계별로 평가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는 다기준의사결정 방법의 하나로

Saaty(1980)에 의해 개발되었다.

의사결정자가 한 수준에서 n개의 비교항목에 대해

회의 쌍대응비교를 수행하면 비교행렬

(comparison matrix) A가 만들어지며 A는 주대각선

의 원소값이 모두 1이 되는 역수행렬(reciprocal

matrix)을 이룬다. 그러나 계층이나 속성이 늘어날수

록 많은 양의 쌍대응 비교를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

점이 있어 최근에는 대안들에 서수적 순위를 부영하

는 방식인 ROC(Rank Order Centroid)기법을 활용하

여 쌍대응 비교 횟수를 감소시키는 방식이 많이 사

용되고 있다. 비교행렬을 종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

고 가산하기 위해서는 비교행렬의 최대고유치

(maximum eigenvalue)에 대응하는 주고유벡터

(dominant eigenvector)의 요소를 가중치로 이용하는

고유벡터법(eigenvector method)이 사용되며 기본식

은 식(1)과 같다.

  m ax (1)

여기서, m ax는 최대고유치이며 이때의 고유벡터

    를 주고유벡터라고 한다. 고유벡

터법은 판단의 불일치성을 측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Saaty(1980)에 의하면 식(2) 및 식(3)과 같은

일관성지수(CI : Consistency Index)와 일관성비율

(CR : Consistency Ratio)을 구함으로써 일관성검정

(consistency test)을 할 수 있으며 CR<0.2일 경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λm ax  
(2)

CR=
CI
RI

(3)

여기서, 무작위지수 RI는 [표 1]과 같이 1에서 9까

지 정수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역수행렬을 작성한

후 일관성지수를 구한 것으로 Saaty(1980)는 표본

500개로부터 구한 무작위지수를 평균하여 나타내었다.

[표 1] 평균 무작위 지수(RI)

n 3 4 5 6 7 8 9 10

RI 0.58 0.9 1.12 1.24 1.32 1.41 1.45 1.49

3. 대형할인점 입지 분석

3.1 연구지역 및 이용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AHP의사결정기법을 이용하여 대형

할인점의 입지를 분석․선정하여 보고자, 연구지역으

로 서울시 강남구를 선정하였다. 연구에서는 대형할

인점의 입지를 분석함에 있어 기초 이론으로 AHP를

이용하고, 기타 데이터 분석, 처리는 공간데이터 분

석에 효율적인 GIS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지역의 선정에 있어 필요 공간데이터의 수집상

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강남구에는 현재 수치지형도,

편집지적도, 수치지적도, 위성영상, 공시지가 현황도,

토지특성 테이블 등 전산화 관련 많은 기초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공간데이터의 수

급상황과 현재 다양한 대형할인점들이 입점해 있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강남구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데이터는 토지특성 테이블, 편집지적도,

지가데이터, 도로망도, 행정구역도 등이다. 인구통계

데이터는 강남구의 동별 인구데이터를 이용하였다.

3.2 대안선정 과정

최적의 대형할인점을 입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후보 입지(대안)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 및 법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입지의 제약조건들을 검토하여 후보입지를 선정하였

다. 과정은 입지가능 용도지역 추출 → 아파트 밀집

지역과 도로망도 확인(인구수 및 도로접근성) → 건

축물 입지를 위한 나지필지 추출 → 필지면적이

3,000㎡이상인 필지 추출 순으로 이루어졌다.

↓

[그림 1] 후보 대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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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가기준 및 가중치 산정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과 가중치의

산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정형화된 평가기준 항목과

값이 없기 때문에 문헌연구와 전문가의 인터뷰를 거

쳐 확정하였다. 평가기준은 인구수, 접근성, 공시지

가, 택지면적을 최종 확정하였다. 평가기준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상대 중요도를 부여하고 가중치를 산

정하였다. 가중치는 인구수가 0.607, 접근성이 0.22,

공시지가와 택지면적이 0.086 순으로 산정되어 인구

수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가중치를 산정

함에 있어 모순성이 없는가를 측정하는 CR(일관성지

수)의 경우 0.023으로 산출되어 평가기준별 상대 중

요도 부여에는 모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평가기준의 가중치 산정

구 분
인구

수

접근

성

공시

지가

택지

면적
가중치 순위 CR

인구수 1 4 6 6 0.607 1

0.023<0.1

접근성 1/4 1 3 3 0.220 2

공시

지가
1/6 1/3 1 1 0.086 3

대지

면적
1/6 1/3 1 1 0.086 3

3.4 결과분석

위와 같은 평가기준과 산정된 가중치를 가지고 각

각의 후보 대안을 평가하여 보았다. 각각의 후보 대

안을 평가함에 있어 동일한 척도(scale)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속성값의 일반화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에

서는 모든 속성값은 0～1사이의 값으로 표준화(일반

화) 하였다. 인구수는 각 입지들이 갖는 인구 총수

(반경 1km내)를 모두 합하였다. 그리고 각 입지들의

인구를 인구 총합으로 나누어 일반화를 하였다. 접근

성은 주변 도로의 발달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즉, 동일한 영역내에 도로 사상(feature)의 총 길이를

산출하여 접근성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보지와 연결된 모든 도로를 검색하고, 후보

지의 일정 영역(1km buffer)과 교차하는 도로들을

추출 한 후, 도로 사상의 모든 길이를 합산하여 접근

성을 평가하였다. 이렇게 도로 여건 정도는 주변 도

로 분포의 최대 길이로 나타나므로 인구수와 동일하

게 표준화하였다. 공시지가는 지가가 낮은 곳이 높은

값을 가져야 하므로 각각의 지가들의 값을 역수를

취하여 주어 표준화하였고, 대지면적은 인구수의 일

반화 방식과 동일하게 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렇게 산정된 일반화 값에 대하여 각각 대안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적인 순위를 결정하였다. 결

과, A후보지는 0.156의 값을, B후보지는 0.189의 값

을, C후보지는 0.189의 값을, D후보지는 0.247의 값

을, E후보지는 0.209의 값을 각각 획득하였다. 따라

서 최종 순위는 D후보지→E후보지→B․C후보지→A

후보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된 순위에

대하여 최종적인 순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에 변화에 따라 대안의 순위가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EXPERT CHOIC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는데[그림 2], 각 평가기준에 대하여

가중치를 변화시켜 가며 대안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대안의 순위는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초에 도출한 대안을 최종대안으

로 확정하였다. 결과적으로 D후보지가 대형할인점의

최적입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안별 일반화 값 산정 및 순위 도출

인구수 평가

후보지 인구수 일반화 값 순 위

A후보지 203,713.3 0.173 5

B후보지 217,687.4 0.185 4

C후보지 224,808.1 0.191 3

D후보지 271,769.2 0.230 1

E후보지 261,620.8 0.222 2

접근성 평가

후보지 접근성(m) 일반화 값 순 위

A후보지 465,112 0.164 5

B후보지 627,348 0.221 2

C후보지 648,342 0.229 1

D후보지 547,690 0.193 3

E후보지 547,366 0.193 3

공시지가 평가

후보지 공시지가 역수 값 일반화 값 순 위

A후보지 12,800,000 0.000000078125 0.078 5

B후보지 3,260,000 0.00000030674 0.307 1

C후보지 3,900,000 0.000000256410 0.256 2

D후보지 7,050,000 0.000000141844 0.142 3

E후보지 7,710,000 0.0000001297017 0.129 4

대지면적 평가

후보지 대지면적(㎡) 일반화 값 순 위

A후보지 13155.200 0.092 3

B후보지 3203.979 0.022 4

C후보지 4994.169 0.004 5

D후보지 87535.796 0.614 1

E후보지 33696.602 0.236 2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AHP의사결정 기법을 이용하여 효

율적이고 최적의 상업시설물 입지를 선정하고자 강

남구를 대상으로 하여 대형할인점의 입지를 분석․

선정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형할인점 입지선정을 위해 문헌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가중치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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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하였다. 그리고 후보 입지선정을 위한 제약조건을

설정하여 추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5곳의 후보지 즉,

A후보지(737번지), B후보지(142-7번지), C후보지

(890-59번지), D후보지(159번지), E후보지(467번지)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후보지들에 대하여 순위를 도출한 결과 D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어 1순

위로 산출되었다. 도출된 순위들에 대하여 최종 순위

를 확정하고자,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평가기준

들의 가중치를 변화시킬을 경우도 순위는 민감하게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D후보지를 대형할인점의 최

적입지로 선정할 수 있었다.

상업시설물의 입지시킬 경우 도시의 토지이용과

도시시설계획 그리고 시민의 일상생활의 편익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도시시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형할인점의 입

지특성 등을 정확하게 고려된 입지선정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분석․선정에 있

어 AHP, GIS 등과 같이 이론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화된 기법들의 다양한 적용․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인구수 평가기준의 민감도 분석

접근성 평가기준의 민감도 분석

공시지가 평가기준의 민감도 분석

택지면적 평가기준의 민감도 분석

[그림 2] 대안별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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