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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쓰레기 매립지는 기피시설로 입지를 선정하는 초기부터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설치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

움을 동반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립지의 설치에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

을 최소화하고 그 과정을 보다 객관화하는 방법으로 매립지 입지선정과정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립지 입지선정과정을 구체적 사항들로 세분화하기 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크게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대표적인 필요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경우에도 융통성 있는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한 매립지 입지 선정과정의 표준화를 유도하였다. 둘째, 단계별로 제시된 과정

을 진행함에 있어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다 기준의사결정방법　중 하나인  PAPRIKA(Potentially
All Pairwise RanKings of all possible Alternatives)를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활용을 유도하였

다. 셋째,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주 시를 대상으로 가상적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최

종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매립지 입지선정과정의 단계별 적용 실용성과 과정의 객관성을 증명하였다. 
핵심용어 : 매립지입지 선정, GIS, 다 기준의사결정방법, PAPRIKA

Abstract
Waste landfill site which is the facility usually rejected by communities is generally perceived as one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It causes serious conflicts between interested part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site selection process 
and produces various difficulties throughout the installation process. This study suggests the systemat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landfill site selection process to reduce those problems and to objectify the process. The study 
process an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ndfill site selection process was divided into 4 general phases rather 
than more specific fragmented phases and the requirements for each phase were suggested accordingly. This can 
make the process clearly organized and bring the standardization of the process by increasing the applicability of 
each phase for various situations. Second, the utilization of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PAPRIKA 
(Potentially All Pairwise RanKings of all possible Alternatives) among the various MCDA(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ethods was suggested as the objective and scientific method. Third, the hypothetical case study on the
landfill site selection process of Cheongju city was conducted based on the information above and the results show
the practicability and objectivity of the newly defined landfill site selection process in this study. 
Keywords : Landfill Site Selection, GIS, MCDA, PAPRIKA

1. 서 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 및 건강과 관련된 여러 문제

들을 야기하는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서부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며 대기 및 수질 오염, 악취 등과 관련

된 광범위한 환경 문제뿐 아니라 지가하락, 경관훼손 

등 사회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쓰레기 매립지 선정

은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토론

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최근에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

기 위해 보상제도 도입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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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든 경우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

한 노력과 더불어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과정의 합리화를 통한 체

계적인 방법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최근 대두되어 여

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GIS와 이를 바탕으로  

PAPRIKA (Potentially All Pairwise RanKings of all 
possible Alternatives)라는 다 기준의사결정방법을 매

립지 입지선정과정에 적용해 봄으로써 보다 체계적이

고 객관적인 방법의 활용을 통해 갈등과 문제의 근본적 

해결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1 관련연구

GIS를 활용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이

루어지고 있지만, 이의 폐기물시설관련 적용, 특히, 매
립지 위치 선정관련 적용은 그동안 아주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편은 아니었다. 특히, 국내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에 Kim et al.(2002)과 Park et al.(2006)의 연구들

에서 매립지반의 장기 침하예측 및 관리에 GIS를 활용

할 것을 제시한 예가 있다. 입지관련 연구들로는  You 
et al.(1996)이 지형, 지질, 생태 등 8개 항목으로 이루

어진 입지선정 관련 고려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폐기

물 매립지 입지 선정 과정에 적용할 때 GIS를 함께 활

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외에 Bae et al.(1998)
과 Lee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입지 인자들 간의 상

대적 중요도를 다단계적 분석을 통해 평가하는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GIS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Ban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주민설문조사를 GIS와 함께 

활용함으로써 현실적인 갈등의 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

법을 제안하고 있다. 
국외의 매립지 입지선정에 대한 연구는 국내보다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며, 최근에 그 수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Melo et al.(2006)의 연구는 

GIS를 활용하여 브라질의 Cachoeiro de Itapemirim 시
의 매립지 적합장소 후보지를 선정하고 기존의 매립지

가 이러한 후보지영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보여 줌으로

써 기존 매립지의 부적합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GIS
활용의 유용성을 증명하였으며, Siddiqui et al. (1996), 
Wang et al.(2009),  Sener et al.(2010), Ghobadi et 
al,(2013), Uyan (2014)은 매립지 입지 선정 시 GIS활

용의 타당성과 함께 각 연구에서 선정한 고려인자들 간

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내의 관련 연구와 마

찬가지로 AHP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쓰레기 매립지 입지선정에 GIS 및 

AHP 등의 활용을 제시하여 입지선정과정을 객관적으

로 제시하려는 노력으로 의미가 있지만, GIS와 AHP활

용자체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입지선정과정 전체

의 체계화를 통해 범용 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

화된 하나의 가이드라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립지 

입지 선정 과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다 기준의사결정방법인 

AHP는 의사결정자들에게 1-9라는 숫자의 제한적인 범

위 내에서 하나의 기준이 다른 기준의 몇 배 더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

법은 근본적으로 의사결정자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반

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

계는 AHP와 이와 유사한 수치를 활용한 방법인 Direct 
weighting, Simple Multiattribute Rating Technique, 
SWING weighting 등을 사용한 결과들을 비교ㆍ분석

한 연구들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같

은 모델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한 결과들이 

각 방법마다 다름을 보여줌으로써 그 결과들의 신뢰성

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Pöyhönen and  Hämäläinen, 
1997; Olson et al., 1995). 또한,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London) (2009)
는 AHP에 대한 몇  가지 결점을 지적하면서 1-9사이

의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내부적으로 일관성부족을 

가져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매립지 입지 선정 과정을 보편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나누어 체계화하고 이의 실용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사례를 비롯한 기존의 

국내 관련 연구와 대표적 환경 선진국들의 매립지 관련 

가이드라인들을 참고 하여 매립지 배제구역기준과 관

련 고려인자들을 추출하였고, 그러한 기준과 인자들을 

바탕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근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GIS와 다 기준 의사결정 방법적용을 제

안하였다. 
GIS는 디지털 컴퓨터를 바탕으로 한 대량의 다양한 

공간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다중의 정보

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 내며, 도
시의 토지이용계획 등 지리환경 분석을 위한 매우 효과

적인 방법이다(Dai et al., 2001). 다 기준 의사결정 방

법적용에 있어서는 1.1 절에서 제시한 AHP방법의 한

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로 판단되는 
PAPRIKA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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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서 제시된 모든 기준들의 성능범주들(Performance 
categories)에 대해 모든 가능성 있는 조합으로 쌍(Pair)
을 만들어 한 번에 두 쌍식의 조합을 제시하고 이에 대

해 의사 결정자로 하여금 선호하는 한 쌍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평가자는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두 쌍의 조합에 대해 선호하는 한 쌍을 선택하

게 되며 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적 성

능범주들에 대한 순위가 도출되고 이는 선형프로그램

(Linear programming)을 통해 중요도점수로 계산되어

진다(Hansen and Ombler, 2009).
이 방법은 “다음의 두 쌍 중 선호하는 쌍이 무엇입니

까?”와 같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1-9사이의 수치를 

이용한 답변이 아닌, 두 가지 중에서 선호하는 사항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제한 된 범위 내 수치로 의사를 표

현하는 것 보다 의사결정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에 

답할 수 있게 유도하며, 1-9사이의 숫자를 사용함으로

써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질문형식과 답변방법은 1-9사이의 

수치로 답변을 할 때보다 의사 결정자들의 판단에 대한 

어려움과 복잡함을 많은 부분 덜어줄 수 있다(Hansen 
and Ombler, 2009).

1.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 및 국내외 문헌을 조

사ㆍ분석하여 매립지 입지선정 절차를 일반화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구분ㆍ제시 하였으며, GIS적용을 위한 

매립지 선정 배제기준과 고려인자들을 추출ㆍ정리 하

였다. 정리된 내용을 청주 시를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

으며, 이때, GIS적용을 위해 청주 시 관련 기초자료와 

지도를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PAPRIKA방법적용 가능

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PAPRIKA방법에 기초한 소프트웨어 1000minds 
(1000Minds Ltd)를 활용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

였고, 매립지관련 종사자, 도시계획관련 종사자, 자원정

책관련 종사자, 친환경 건축 관련 종사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

2.1 매립지 입지 선정 과정의 단계화

매립지 입지선정절차는 각 지역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할 경우 그 절

차는 하나의 과정으로 표현되기 보다는 다양한 과정들

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보다 보편적으로 활용하기위해 매립지 입지선정 과정

Figure 1. Landfill Site Selection Process

을 구체적 단계로 세분화하기보다는 보다 큰 범위에서 

세부적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일반화 하여야 한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앞서 언급된 

매립지 입지 선정관련 연구들의 후보지 선정과정들을 

종합⋅정리하고, 다양한 다 기준의사결정방법을 사용

한 사례와 절차를 소개하고 있는 문헌들(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London), 
2009; Forman and Selly, 2001)을 참고하여 매립지 입

지 선정과정을 크게 배제구역 기준 적용 및 후보지 선

정단계, 후보지별 고려인자 적용 및 분석단계, 후보지

별 고려 인자에 대한 중요도 결정 단계, 결과 분석 및 

최종 후보지 결정 단계의 4단계로 구분ㆍ제시하였다. 
이러한 4단계와 각 단계별 필요사항을 정리하면 Fig. 1
과 같다. 

2.2 배제구역기준과 고려인자 결정

2.2.1 배제구역기준 선정

배제구역 기준은 매립지 설치가 불가능한 위치, 즉, 
불안정지역, 환경에 민감한 지역, 거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지역 등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계획초기

단계부터 매립지 후보지로써 부적합한 지역을 제외시

키는데 적용되는 기준이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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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up  Factors

Environmental

- Buffer distance from the constraint 
areas

- Air pollution and odor 
- The length of access road
- Proximity to Wastewater facility

Social

- Land value
- Negative impact on scenery
- Possibility of future extension
- Future usage

Economical 
& others

- Travel distance (Proximity to the 
main waste production area)

- Ease of construction (Elevation & 
Slope)

- Ease of management after expiration

으로 적용되어 지는 배제구역과 그 구역과의 최소 안전

거리를 추출하기 위해 앞서 언급되었던 선행 연구뿐 아

니라, 국내 관련 문헌 및 법규(Lee, Song et al, 2005;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2004)와 실제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해외 환경선진국들의 

매립지 관련 가이드라인(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British Columbia (Canada), 1993;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reg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1993;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England and 
Wales), 2010; EPA Victoria(Australia), 2010; 
Environmental Regulatory Practic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Heritage Protection, State of 

The Group of 
Constraint areas Constraint areas Buffer 

distance

Environmentall
y sensitive area 

National parks 300m
Wetlands 100m

4 main river 
areas (Geum, 

Nakdong,  
Yongsan․ 

Seomjin and 
tamjin)

Main stream 
area 1km

Main branch 
connected to 

the main river 
stream. 

500m

Small River/Stream 400m
Surface water (Lake, ponds, 

reservoirs, etc.) 300m

Drinking water source/surface 
water intake 500m

Residential areas, Hotels, 
Restaurants, Schools, 

Churches, etc. 
500m

Ground water 200m
Historical sites/Tourism 500m

Railway& Highway 500m
Slope 30%

Green area for conservation 
(보전녹지지역)

Unstable areas

Floodplain

100 year 
Flood
-plain 
area

Faults 200m
Karst 250m

High permeability area(Sandy 
soil, etc.)

Special areas Airport
Piston 1500m

Turbojet 3000m

 Table 1. Constraint areas and buffer distance

Queensland, 2013;    WasteMINZ (New Zealand), 2013)
들을 조사하였다. 이들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언급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배제구역기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그 내용을 크게 환경적으로 민감

한 지역, 불안정 지역, 특수 지역의 3가지 그룹으로 나

누어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일반적 상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ㆍ정리하

였기 때문에, 실제상황에 적용 시에는 그 지역의 특수

성을 감안하여 그러한 사항을 첨가하거나 더 엄격한 기

준의 적용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2.2.2 고려인자 결정

배제구역기준 적용 후 적용에서 제외된 지역이 잠정

적 후보지로 결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역 중에서 가

장 적합한 매립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배제구

역기준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의 고려인자들을 

적용해야 한다. 고려 인자 또한 앞서 언급된 연구 및 문

헌들을 종합하여 가장 보편적이며 중요하게 언급되어 

지는 사항들을 추출하고 크게 환경ㆍ사회ㆍ경제 및 기

타인자로 분류하여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 또

한 배제구역기준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해서 필요시 적용인자들의 수정보완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2.3 매립지 입지 선정 과정의 단계별 적용

Fig. 1의 매립지 입지 선정과정을 적용해보기 위해 

대상지역을 청주 시로 선정하고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의 단계별 내용을 적용해 보았다. 청주 시는 현재 인구 

68만과 면적 153.45㎢를 가진 중규모정도의 도시이며 

제1매립지인 학천리 매립지의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

Table 2. Site selec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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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재 15만㎡ 규모, 220만㎥ 처리용량의 제2매립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매립지입지 선정 단계를 적용하였으며, 공간적 적용범

위를 현 청주 시 행정구역 내로 설정하였다. 단, 현 매

립지 확장의 경우 예외사항을 두었다.

2.3.1 배제구역 기준 적용 및 후보지 선정

Fig. 1의 매립지 입지 선정과정을 청주 시에 적용하

기 위해서 단계별 진행에 앞서 청주 시 관련 기본 자료

를 수집하고 이를 GIS Map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Table 1의 배제구역 기준 중 청

주 시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배제구역지도를 

작성하였으며, 대표적 예를 정리하면 Fig. 2와 같다. 
Fig. 2와 같은 배제구역지도를 바탕으로 중첩분석을 실

행하고, 이를 통해 배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배제구역 

예외지역을 구별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과 같다. 중
첩분석의 결과로 매립지 후보지로 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지역은 청주 시 북서쪽 신대동과 원평동 일대, 서쪽

의 정봉동 일대와 학천리 매립장 북측 일대, 남서쪽 동

막동 일대, 남동쪽 분평동과 장암동 일대로 나타나며, 
그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남동쪽 분평동과 장

암동 일대를 제외하면 청주 시 북서쪽, 서쪽, 남서쪽 일

대가 후보지로 선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들이 모두 

다 매립지 후보지로서 선정가능성이 있겠지만 본 연구

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비슷한  여러 지역을 모두 

후보지로 선정하기 보다는 비슷한 조건을 가진 지역 중

에서 매립지로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구역을 매립

지 후보지로 선정하여 차선적인 구역을 다시 한 번 제

외시킴으로써 매립지 입지선정과정과 연구진행의 효율

성을 극대화 하였다. 우선 중첩분석결과로 나타난 청주 

시 서쪽일대의 경우 비용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가

장 적어 새로운 매립지 입지 선정 시 가장 유리하다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매립지 확장의 적용이 가능한 현 

매립지 북측일대를 후보지 1로 선정하였다. 중첩분석결

과로 나타난 가장 넓은 배제구역 제외지역을 나타내는 

북서쪽 신대동과 원평동 일대의 경우도 모든 지역이 후

보지로서 선정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수처리시

설과의 연계가능성이 높아 비교적 이 일대의 다른 곳에 

비해 후보지로서 선정이 유리한 하수처리시설 동측 구

역을 후보지 2로 선정하였다. 중첩분석결과 배제구역 

제외지역으로 나타난 청주 시 남서쪽 일대도 인근 지역

인 청원군과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인 후보지 3의 위치에 후보지를 선정함으

로써 이 보다 유리하지 않은 조건을 가진 나머지 지역

을 근본적으로 제외시켰다. 이러한 세 후보지들은 다른 

비슷한 조건의 지역에 비해 앞서 언급된 유리한 점들 

뿐 아니라, 모두 청주 시 제2 매립지로서의 면적 및 용

량의 충족 가능성과 후보지 1의 경우를 제외하면, 미래 

확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만족시키는지도 함께 고려되

어 선정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후보지 3
곳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4와 같다.

       

   (a) Residential+Commercial    (b) Schools

      

        (c) Stream           (d) Surface water

       

        (e) Highway          (f) Railway

       

        (g) Airport     (h) Green area for conservation 
        & Slope

Figure 2. Map of constraint areas and buffer distance

Figure 3. The result of Overlay Analysis



26 한지연

 Group Factors Candidate site 1 
 (학천리 북측연장)

Candidate site 2  
(흥덕구 신대동)

Candidate site 3  
(흥덕구 동막동) Decision criteria

Environ
mental
(EN)

Distance 
from the 
constraint 

areas

1 0.4 km 
(Northen lake)

0.4 km 
(Southwestern stream)

0.3 km 
(Northwestern lake)

Farther distance is 
preferable. 

2 0.0 km (Eastern Green 
area for conservation)

0.4 km (Northern 
surface water)

0.0 km (Eastern Green 
area for conservation)

Air pollution 
and odor

(Main wind 
direction: 

west wind) 

There is a town area on 
the eastern side of the 
candidate site. There 

could be the influence 
of dust and odor 

brought by main  wind 
from the west. 

However, the higher 
ground between the 

candidate site and the 
town area can be a 

barrier to block the dust 
and odor.

There is a town area 
located on the 

southeastern side of the 
candidate site. There 

could be an influence of 
dust and odor. There is 

no objects or ground 
that can be a barrier 
between the candidate 

site and the town.

Because the town is 
located on the 

northeastern side of the 
candidate site, the 

influence of dust and 
oder brought by main 
wind. cannot be the 
problem of this site.

Wind direction 
and the location 
of the candidate 

sites are important 
factors for dust 
and odor. The 

location of 
candidate site that 

is out of the 
influence from the 

west wind is 
preferable. 

The length of 
access road

0.0 km (Use of Existing 
Entrance Road) 0.6 km 0.0 km (Use of Existing 

local Road)
Shorter distance is 

preferable.
Proximity to 
wastewater 

facility
4.0 km 0.0 km 8.0 km Shorter distance is 

preferable.

Social
(SO)

Land value 2-300,000Won/m² 100,000Won/m² 130,000Won/m² Lower price is 
preferable.

Negative 
impact on  

scenery

The distance from the 
closest boundary of 

town area is more than 
1.5km and the site is 
surrounded by green 
area. Therefore, the 

negative impact on the 
scenery is minimal.

The distance from the 
closest boundary of 

town area is more than 
3km and the site is 
surrounded by green 
area. Therefore, the 

negative impact on the 
scenery is minimal. But 

northern side has the 

The distance from the 
closest boundary of 

town area is more than 
3km and the site is 
surrounded by green 
area. Therefore, the 

negative impact on the 
scenery is minimal. But 
southern side has the 

Smaller exposure 
is preferable.

Table 3. Site selection factors for the landfill candidate sites

Figure 4. Landfill candidate sites

2.3.2 후보지별 고려인자 적용 및 분석

Fig. 4와 같이 선정된 후보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적

합요소들을 가진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Table 2에 정리된 것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의 고려인자들을 적용하여 각 후보지에 대한 적합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후보지의 적

합정도를 판단하기위해 Table 2의 고려인자들을 각 후

보지별로 적용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Table 3과 같

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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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Factors Candidate site 1 
 (학천리 북측연장)

Candidate site 2  
(흥덕구 신대동)

Candidate site 3  
(흥덕구 동막동) Decision criteria

possibility to be 
exposed.

possibility to be 
exposed.

Possibility of 
future 

extension

No possibility for 
expansion because the 
surrounding areas are 
mostly the green area 

for conservation.

There is a possibility for 
future extension

There is a possibility 
for future extension

Higher possibility 
is preferable. 

Future usage

By associating with 
close green area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o 

utilize it  as a park. or 
other types of program 

area.

By associating with 
wastewater facility, 
close industrial area 

and/or close green areas 
there is a  possibility to 
utilize it as a park or 
other types of program 

area.

By associating with  
close green areas or 

southern planning 
management region 
(SPMR) there is a  

possibility to utilize it 
as a park. or other types 

of program area. 

The higher 
possibility of 

utilization as a 
park or various 

program types is 
preferable. 

Econom
ical 
& 

others
(EC)

Travel 
distance 

9.5km (The site is 
located on the western 
part of the whole city 

and it is easy to utilize 
the existing 

infrastructure)

13.0km (Access from 
Jungburo which is 

located on the 
northwestern side)

12.0km (Access from 
Dongmakro)

Shorter distance 
from town area is 

preferable

Ease of 
construction 
(Elevation 
and slope)

Elevation: 50-150m 
Slope: 5-15°

Elevation: 0-50m 
Slope: 0-5°

Elevation: 50-150m 
Slope: 0-5°

Lower elevation 
and lower slope 
are preferable.

Ease of 
management 

after 
expiration

Generally there are no 
larger residential areas 
at a short distance that 

require careful 
environmental 

monitoring. There are a 
few small natural 

settlements that can be 
moved to other 

locations.

Generally there are no 
larger residential areas 
at a short distance that 

require careful 
environmental 

monitoring. There are  a 
few small natural 

settlements that can be 
moved to other 

locations and a small 
sized residential area 
distantly toward  the 

northern direction.

Generally there are no 
larger residential areas 
at a short distance that 

require careful 
environmental 

monitoring. However, 
there can be a certain 
level of influences on 
the southern SPMR, if 
that is to be planned as 

a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in the 

future.

The site 
surrounded with  

smaller residential 
areas requiring 

careful 
environmental  
monitoring is 

preferable.

2.3.3 후보지별 고려 인자에 대한 중요도 결정

Fig. 1의 매립지 입지 선정 절차를 실제과정에 적용

할 때에는 관련 기관, 관련 전문가, 주민 등 가능한 많

고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

하고 그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각 후보지별 고

려 인자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함으로써 가장 문제의 

요소가 적고 많은 부분의 동의가 이루어진 최적의 매

립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청주 시의 불변의 최종 매립지를 선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기 보다는 Fig. 1에 제시된 매립지 

입지 선정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GIS 및  PAPRIKA활

용의 타당성 및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연구의 현실적 어려

움과 제한 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구에 필요한 최

소한의 참여인원을 선택하여 간소화된 방법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우선 Table 3의 내용과 PAPRIKA방법을 적용하여 

각 질문 당 두 쌍식의 고려사항만을 포함시켜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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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Factors
A landfill site practician A  city planning policy maker An expert in green 

architecture
Weights Site 1 Site 2 Site 3 Weights Site 1 Site 2 Site 3 Weights Site 1 Site 2 Site 3

EN

Distance from the 
constraint areas

1 0.058 91.7 100.0 0.0 0.095 93.8 100.0 0.0 0.091 94.4 100.0 0.0 
2 0.043  0.0  100.0 22.2  0.086  0.0  100.0 3.4 0.084 0.0  100.0 6.0 

Air pollution and odor 
(Main wind direction: 

west wind) 
0.259  80.6  0.0  100.0 0.099  80.9  0.0 100.0 0.171 49.3  0.0 100.0 

The length of access road 0.012  60.0  0.0  100.0 0.061  90.5  0.0 100.0 0.035 85.7  0.0 100.0 
Proximity to wastewater 

facility 0.048  65.0  100.0 0.0  0.160  60.9  100.0 0.0 0.078 50.0  100.0 0.0 

SO

Land value 0.206  0.0  100.0 54.7  0.160  0.0  100.0 50.9 0.172 0.0  100.0 78.1 
Negative Impact on the 

scenery 0.029  100.0 0.0  33.3  0.012  100.0 0.0 25.0 0.089 100.0 0.0 1.4 

Possibility of Future 
Extension 0.110  0.0  87.0  100.0 0.083  0.0  96.5 100.0 0.036 0.0  79.3 100.0 

Future usage 0.014  100.0 0.0  33.3  0.006  100.0 0.0 50.0 0.015 100.0 0.0 33.3 

EC

Travel distance 0.091  100.0 0.0  36.8  0.087  100.0 0.0 60.0 0.118 100.0 0.0 22.3 
Ease of construction 
(Elevation and slope) 0.082  0.0  100.0 26.5  0.054  0.0  100.0 13.5 0.025 0.0  100.0 65.0 

Ease of management 
after expiration 0.048  100.0 75.0  0.0  0.096  100.0 53.0 0.0 0.084 100.0 32.8 0.0 

Total(=1) 1.000  48.2 56.9  57.6  *1(0.999) 52.3  68.6 39.3 *1(0.998) 54.5  50.6 43.0 

*참고 사항: 개별 고려 인자에 대한 중요도 점수는 소수점이하 3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합이 1보다 적은 숫자로 나타나나, 1과의 

차이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로 표기함.

Table 4. Weights for factors and candidate sites from the result of 1000minds

  

(a) A landfill site practician        (b) A  city planning policy maker (c) An expert in green architecture

Figure 5. Radar chart of factor weights

를 질문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매립지관련 종사

자 1명, 도시계획정책관련 종사자1명, 자원 정책관련 

종사자 1명, 친환경 건축 관련 종사자 1명에게 설문지 

답변을 요청하였다. 이 들 중 자원정책관련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설문 답변자들에게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의 결과를 중요도 수치와 그래프로 전환하기 위해 

PAPRIKA방법에 기초해서 개발된 1000minds 
(1000Minds Ltd)라는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였다. Fig. 
5는 그 결과 중 설문 답변자들의 고려 인자별 중요도

를 레이더 차트로 나타낸 것이며,  Table 4는 Fig. 5의 

내용과 각 후보지에 대한 고려인자 별 중요도를 포함

한 전체 중요도결과를 하나의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2.3.4 결과 분석 및 최종 후보지 결정

다음단계에서는 Table 4와 같이 모든 구성원들의 고

려인자들에 대한 중요도가 결정되고 난후 그 결과의 

분석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Table 4의 결과를 분석

해보면 매립지 종사자의 경우 후보지 3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후보지 1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

다. 도시 계획 정책관련 종사자의 경우 후보지 2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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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판단되었

고, 후보지 3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가장 부적합한 

경우로 판단되었다. 친환경 건축 관련 종사자의 경우 

후보지 1이 가장 높은 점수를, 후보지3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결과에 의해 최종 매립지를 결정할 

경우 한번은 가장 좋은 점수를, 한 번은 가장 나쁜 점

수를 받은 후보지 1과 한번은 가장 높은 점수를 2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후보지 3보다는 한 번은 가장 

높은 점수를 그리고, 두 번다 적은 점수 차이로 차점을 

받은  후보지 2가 최종 매립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

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갈등과 고민의 중심에 있는 

매립지 입지선정과정의 체계화를 제시하였고, 그 과정

에 있어서 GIS와  PAPRIKA라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

관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청주 시 제2 매립지 선정과정을 

가정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안된 

단계별 매립지 입지 선정과정의  실용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전체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립지 입지선정과정의 체계화를 위해 그 과

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 별로 필요사항을 

정리하였다. 
둘째, 단계별로 정리된 입지선정과정을 청주시의 경

우에 한정하여 적용하여 보았고, 1단계의 배제구역적

용과 2단계의 고려 인자를 적용한 후보지 선정과정에 

있어서 GIS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3지역의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들 중 가장 적합

한 최종 매립지를 결정하기 위해 3단계의 중요도결정

과 4단계의 최종후보지 선정에 있어서는 관련 구성원

들을 가정하여 매립지와 관련된 여러 분야 종사자들을 

선정하였으며 다 기준 의사결정방법 중 하나인 

PAPRIKA의 활용과 설문을 통하여 이 들의 의견을 

반영한 각 후보지에 대한 중요도 판단 점수를 도출하

였고, 도출 결과를 분석하여 후보지 2를 최종매립지로 

결정하였다. 
셋째, 연구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얻는 과정에 있

어서 GIS 및 다 기준의사결정방법(PAPRIKA)을 활용

하여 주관적인 관점의 객관화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그러한 방법은 최종  매립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설

득력 있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각 구

성원들 간의 고려 인자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서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투명한 매립지 입지선정과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립지 입지 선정과정을 

임의로 선택한 청주 시에 적용해 객관적 결과를 도출

해 냄으로써 그러한 과정의 보편성과 융통성 있는 적

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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