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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건설 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환경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해 가중치를 도출하여, 환경친화적인 노선 선정을 위한 정량적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계층분석법(AHP)은 복합적인 선택기준을 갖는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대안의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철도 및 환경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단계별 설문을 진행하였고, 1차 설문에서 분야별·평가항목별 중요도를 분석하여 철도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 우선순위가 높은 평가항목으로 동․식물상과 자연환경자산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

라 두 항목을 포함한 자연생태환경을 대상으로 철도개발예정지 정량적 평가기준을 도출하고자 두 

차례의 추가 설문을 진행하였고, 일표본 T-검정을 통해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을 도출하

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AHP를 수행하여 최종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평가지표의 가중치는 

다양성, 자연성, 희귀성 등의 순으로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종합해 추후 철도개

발예정지에 검증하고 최종 평가기준을 구축하고자 한다. 

주요어 : AHP 기법, 철도건설, 정량적 평가기준, 자연생태환경, 우선순위

1. 서 론 

 국내 철도건설사업의 환경성평가는「환경

영향평가법」에 근거하며,「환경친화적 철도

건설지침」에서는 철도분야에서 중요시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주요검토항목과 철도종류, 노선 

및 지역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철도를 주제로 한 정량적이고 구체적

인 환경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인 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철도 및 환경분

야 전문가 설문을 통해 평가지표를 수집하고, 

지표별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계층분

석법(AHP)을 활용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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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철도 및 환경분야의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단계별 설문을 

진행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표본 T-검정을 수행하여 평가지표 및 항목을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하여 

각각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2.2 철도개발예정지 평가기준 개발

2.2.1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도출

 생태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철도개발예정지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에서 척도 4 이상이 

‘중요’와 ‘매우중요’를 나타내고 있어  임계 등급 

기준을 척도 4로 설정하였고, 결정기준을 99%신뢰수준에서 

검정 결과의 유의수준(P<0.01)으로 하였다. 철도유형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살펴본 결과, 1km 이내 농경지 

비율이 두 유형(고속/일반, 도시)에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도시 철도에는 종우점도와 

생태면적률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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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s of one sample T-test for 
indicators and evaluation items  

2.2.2 가중치 분석

 각 철도유형별 적합한 평가항목 및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속/일반/도시(광역)등 

유형별 구분 없이 평가지표와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최종 AHP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평가 지표의 가중치는 다양성, 자연성, 희귀성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양성 내의 평가항목은 

생물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의 순으로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Indicators and evaluation items in the 
evaluation system 

3.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사전설문을 통해 훼손 후 회복 

불가능한 항목인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을 포함한 

자연생태환경에 기초한 정량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일표본 T-검정과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하였다. 각 

평가지표와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다양성, 자연성, 희귀성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양성은 생물다양성(종 

풍부도), 자연성은 임상도(영급), 녹지단절은 패치분할 비율, 

환경규제지역 인접통과는 인접통과지역의 개소수, 희귀성은 

출현(발견)지역 유무의 평가에 대한 중요도가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HP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가 반영된 가중치를 

도출하여 최종 평가기준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구축된 

기준을 종합·적용하여 실제 철도개발예정지에 적용함으로써 

철도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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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test (P-value)
Suita
bilityRapid transit 

/Conventional 
railway

Urban railway

Diversity

Species diversity 0.0000 0.0000 ∨
Ecosystem 
diversity 0.0000 0.0012 ∨

Species richness 0.0000 0.0001 ∨
Species

dominance 0.0001 0.0340

Nature

Vegetation 
conservation 

class
0.0000 0.0000 ∨

Tree age class 0.0000 0.0001 ∨
Wetland 

conservation 
class

0.0000 0.0000 ∨
Presence of 

wetland 
ecosystem 

0.0000 0.0006 ∨

Presence of river 
ecosystem 0.0000 0.0000 ∨

Percentage of 
agricultural land 

within 1 km
0.0970 0.3812

Biotope area ratio 
within 1 km 0.0034 0.0831

Disrupting 
green- 

network

Fragmented patch 
size 0.0000 0.0000 ∨

Patch division 
ratio 0.0000 0.0000 ∨

Ratio of 
tunnels/bridges/ 
ecological passage

0.0000 0.0002 ∨
Number of 

interrupt sections 0.0000 0.0000 ∨
Environmenta

l protection 
sector 

adjacent and 
passing 

Presence of 
protected area 0.0000 0.0000 ∨

Number of 
adjacent and  
passing areas

0.0000 0.0000 ∨

Rarity

Presence of 
discovered area 0.0000 0.0000 ∨

Presence of 
inhabitation 0.0000 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