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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로계획의 평가

Evaluation of Road Plan using Information Measure

Technique and GIS

나준엽1*

Na, Joon Yeop1*

Abstract

공공시설중도로계획의경우건설과정및건설후의소음및오염등의환경 사회적비․
용및주행성 안전성등요소의평가등을수량화가어려운대표적비용으로들수있는데․
본연구에서는이러한수량화가어려운비용 효과들을포함하여고려한도로노선계획결․
과를 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량 이라는 통일된 단위로 표현하‘ ’
고 기존시설물과의관계로부터의 정보편익 개념으로평가하였다, ‘ ’ .
정보계측기법은인간은언어를통하여모든사물을정보로표현하므로 정보 라는통일‘ ’

된단위를사용하여모호한가치를평가해보고자하는방법이며 따라서공공시설의계획,
과정에서최적해를찾기위한비용 편익및환경 사회적요소등의정량화되기어려운가, ․
치를평가하는데도사용될수있을것이다.
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건설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시설정보계측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도로 주변 시설간의 편익을 고려하,
기 위하여 시설정보편익모형을구성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실제도로계획 사례에 적용한.
결과비용과직접효과만을고려한시설정보계측모형에서는기존의도로설계와유사한결

과가 도출되었으며 시설정보편익모형에서는 기존의 도로계획 평가에서 고려할 수 없었,
던요소들에대한고려가가능하였다.

서I. 론

한정된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개발에 관련되어 있고 다수

의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시설물 계획의 효

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의 차,
질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하여 정책적 경제적 기술․ ․
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이 마

련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어서 지금까지의 공공시설계획은 주로 담,
당자의 직관 또는 정책결정자의 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존의 정량적인 경제성

평가에 근거한 관례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많다.1)

따라서 공공시설의 설치 계획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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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편익 측면의 각기 다른 단위로 표현

되는 요소들을 통일된 하나의 단위로 표현

하여 비교함으로써 계획의 우선순위를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평가방안에서,
고려하지 못하던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로

부터의 편익 측면에서 시설계획을 평가함

으로써 지역영향 및 다양한 가치의 표현이

중요시되는 공공시설 계획에 있어 효용성

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계측기법은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모든 사물을 정보로 표현하므로 정보라는‘ ’
통일된 단위를 사용하여 모호한 가치를 평

가해 보고자 하는 방법이며 따라서 공공시,
설의 계획과정에서 최적해를 찾기 위한 비

용 편익 및 환경 사회적 요소 등의 정량, ․
화되기 어려운 가치를 평가하는데도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계획을 평가하는데

있어 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

용하여 정량적 기준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주행성 시공성 환경성 민원 등의 항목을, , ,
기존의 주관적 평가에서 탈피하여 정보량‘ ’
이라는 통일된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자 한다.

정보계측기법II.

정보는 생명체가 생겨나면서 끊임없이

환경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식별 평가․
하기 위하여 이용되어 왔으며 인간은 언어,
를 통하여 모든 사물을 정보로 표현하므로

공공시설의 계획과정에서 최적해를 찾기

위한 비용 편익 및 환경 사회적 요소 등, ․
의 정량화되기 어려운 모호한 가치를 평가

하는데 정보가 이용될 수 있으며 하나의,
단위로 통일하기 어려운 다양한 가치들을

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단일한 가치로 변‘ ’
환할 수 있다면 공공시설의 평가기준의 중

요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 ‘
보의 양을 정보량이라는 개념으로 정의’ ‘ ’
할 수 있으며 은 총정보량을 식, Gellman (1)
과 같이 알고 있는 것(Knowledge :  과 모)
르는 것(Ignorance : s 의 합으로 정의하고)
총정보량식을 제안하였다.2)

   




 (1)

여기서,
I(e) : total Information of e
 : knowledge , s : Ignorance,
KU (se) : Algorithmic complexity
U : Univeral Turing Machine
se : string expressing e
r : element expressing information
P : average probability of choice r
Pr : probability of choice r in trial

정 은 이 제시한 총정보량(2003) Gellman
식을 일반언어에 적용하기 위하여 식 를(2)
제안하였다.3)

 ×   (2)

여기서,

  











 






공공시설의 평가기준 중요도 평가를 위한

정보수집계로서는 일반정보수집계로 Naver
포털사이트의 두산세계대백과사전을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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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계로 인터넷상의 건설용어사전
4)
을

사용하였으며 선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기,
술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자연어처리연구실에서 제공하는 NE20015)

을 사용하여 명사를 추출한 후 식 를 이, (2)
용하여 총정보량을 산출하였다 정보량 산.
출을 위한 절차는 그림 과 같다1 .

정보 계측을 위한 선정Item

정보계측

일반정보수집계 특수정보수집계

명사추출

정보량 산정

중요도 평가

그림 정보계측기법에 의한 중요도 산정 절차[ 1]

정보량 계측을 위한 은 각각의 계획Item
기준에 따르는 주기능과 부기능을 표현하

는 언어로부터 산출하였으며 대등한 단어,
의 나열일 경우의 정보량은 식 복합된(3),
단어의 정보량은 식 과 같이 산출하였다(4) .

I(e) = (Im + (I1 + I2 +… + In) / n) / 2 (3)
I(e) = (Im + (I1 + I2 +… + In) / n!) / 2 (4)

여기서,

Im : information of main item
In : information of sub items
n : number of sub items

모형의 구성III.

평가의 요소와 고려시설3.1

공공시설의 계획은 그 기본적 형상에 따

라 점형 선형 면형 시설물로 분류할 수 있, ,
는데 점형시설물은 입지선정 선형시설물, ,
은 노선선정 면형시설물은 규모결정에 관,
계된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계획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양하고 각

요소들간에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의 계획은 종합적

인 평가의 단계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각 요소들간의 중요성을 평가하는가가 핵

심적 문제로 대두된다.
도로계획의 경우 평가시에 고려해야 할

와 주변부 시설물을 표 에서 제object list 1
시하였다.

표< 1> Object list and facility

Object list Facility

토공 교량 터널, , 주택 건물,

보상비
문화재 기존도로, ,

군부대

주행성 환경성, ,

안정성 시공성 민원, ,
지하매설물

시설정보계측모형3.2

도로계획의 평가를 위하여 표 에서 제1
시한 에 대한 정보계측을 실시하object list
였다 도로계획의 평가를 위한 정보수집계.
로서는 해당사업의 기본계획서를 사용하였

으며 선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기술된 내용

을 처리하기 위하여 을 사용하여 명NE2001
사를 추출한 후 총정보량의 산출식을 사용,
하여 정보량을 산정하였다.
도로계획의 개별 대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기 위한 정보량은 식 와 같이 산출한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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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기서,

In : total information of nth alternative
Ii : unit information of each item
I0 : Information of each object
m : construction quantity
p0 : importance of criteria

시설정보편익모형3.3

정보편익은 거리와 관련되어 있다 실제.
로 지가의 형성이나 시설의 영향은 거리와

관계가 있으며 접근성은 대개의 경우 도로,
에 따라 정해지므로 도로가 균일하게 발달

된 곳은 도로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x, y
좌표에 의한 거리를 이용할 수 있다.
시설정보편익모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대상지구내 주변부 시설물의 도로망을-

수치지도 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도

로망을 정보편익 전달의 경로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TIN(Trian-gular Irregular

을 구성하거나 설치 시설까지의 직Network)
선거리를 구성한다.

- 도로의 설치에 의해 정보편익의 전달이

일어날 수 있는 주변부 시설물을 한다list-up .
설치시설의 정보량과 주변부 시설물의-

정보량 두 시설간의 거리로부터 정보편익,
을 산정한다.

각 시설의 정보편익을 더한 값이 대상-
시설물의 정보편익이 된다.

적IV. 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보편익모형을 도

로계획 과정에 적용하였다 대상도로는 국가.
지원지방도 호선의 가납덕도간 지방도350 ‘ -
확포장공사이며 기본설계안과 대안에 대한’ ,
상세내용은 표 와 그림 에 나타내었다2 2 .

표 적용 노선< 2>

설계안 대안1 대안2

토공 4.05km 4.14km 4.06km

교량 15m 38m 38m

터널 10m - -

보상비 억70 억60 억90

주행성 불량 양호 양호

시공성 불량 양호 불량

안전성 불량 불량 양호

환경성 보통 양호 불량

민원 불량 양호 보통

설계안, 대안1, 대안2

그림 적용 노선[ 2]

시설정보계측에 의한 평가4.1

식 에서 제시한 시설정보계측모형에(5)
의해 기본설계안과 설계대안에 대하여 해

당지구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각 대안

에 포함된 의 정보량을 계산하고 여object ,
기에 표 에서 제시한 공사량을 취합하여2
대안의 총정보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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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 중요도는 표 과 같다object 3 .

표 의 중요도< 3> object

Object item 중요도 총중요도

토공

교량

터널

초기공사비

외 2

0.106 0.048

0.042

0.016

보상비
토지

보상비
0.046 0.046

주행성

주행시간

운행비용

기존도로연계

0.062

0.018

0.055

0.135

시공성

지형 토질/

안전성확보

유지보수

향후차선확장

0.031

0.062

0.065

0.033

0.191

안전성 교통사고율 0.104 0.104

환경성

주변장애

문화재손실

환경오염

자연조건변화

0.022

0.072

0.080

0.075

0.249

민원

정책적시급성

지역개발효과

국토균형발전

상위계획연계

이익집단저지

0.047

0.039

0.030

0.037

0.017

0.170

표 에서 토공 교량 터널의 중요도 산정3 , ,
에 있어서는 건설비용 관련 항목 중 토지보

상액을 제외한 초기공사비 유지관리비 민, ,
원비용의 중요도 합계로서 으로 계산0.106
하였으며 이를 다시 토공 교량 터널의 중, , ,
요도로 배분하기 위하여 일반정보계를 대

상으로 정보량을 계측한 결과 토공의 정보

량이 교량이 터널이 로 계측되176, 154, 59
어 정보량 비율로써 중요도를 배분하였다.
사업계획서로부터 계측한 각 의 정object

보량과 중요도 공사량으로 계산한 단위정,
보량 및 각 대안의 총정보량을 표 에 나타4
내었다.

표 각 대안의 총정보량< 4>

Object 설계안 대안1 대안2

토공 15,941 16,295 15,980

교량 136 345 345

터널 52 0 0

보상비 40,572 34,776 52,164

주행성 43,394 8,165 5,746

시공성 47,685 12,130 50,892

안전성 46,224 42,089 13,734

환경성 42,250 17,101 71,423

민원 85,877 91,759 58,232

계 322,232 222,660 268,516

기존 설계보고서에서는 대안 을 최적노1
선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설정보계측모형에 의한 평가에서도 대안

이 가장 작은 정보량 값을 나타낸다 정보1 .
량 계측에 사용된 들이 모두 비용에object
관련된 항목들이므로 정보량이 가장 작다

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따라서 대안 을 단. 1
순한 비용 및 직접편익의 측면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도로에의,
접근성을 통한 정보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다 기존의 비용으로 표시되는 항목.
과 비용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행성 시공,
성 안전성 환경성 민원 등의 항목을 주관, , ,
적 평가에서 벗어나 정보량이라는 통일된‘ ’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공공시설물의

계획을 평가할 수 있다.

시설정보편익에 의한 평가4.2

계획노선 주위에 존재하는 주거용 시설

과 비주거용 시설을 대상으로 각각의 시설

이 도로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편익을 산정

하였다 참고로 설치되는 도로에 의해 정보. ,
편익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거



 244 

용 시설은 개 비주거용 시설은 개로879 , 85
산정되었으며 각각의 시설로부터 새로 계,
획된 도로까지의 접근로를 파악하여 각 시

설로부터의 접근거리를 추출하여 정보편익

을 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여개에 달하는 주변부900 시설 모두의 접

근거리를 산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본 평

가에서는 각 시설물에서 도로까지의 직선

거리로 편익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용자수. ,
에 있어서 주거용 시설은 명 비주거용 시3 ,
설은 명으로 가정하였다30 .
정보편익을 산정한 결과 주거용 시설의,

그림 주변부 시설 분포[ 3] 그림 정보편익의 산정[ 4]

표 주거용 시설로부터의 정보편익< 5>

구 분
설계안 대안1 대안2

거리 정보편익 거리 정보편익 거리 정보편익

주거용#1

주거용#2

주거용#3

주거용#4

주거용#5

...

주거용#438

주거용#439

...

주거용#878

주거용#879

1,685

1,311

1,294

3,096

4,133

...

977

2,492

...

61

263

3.5e-7

5.8e-7

6.0e-7

1.0e-7

5.9e-8

...

1.0e-6

1.6e-7

...

2.7e-4

1.4e-5

1,475

1,475

1,333

819

1,475

...

972

2,668

...

66

297

4.6e-7

5.6e-7

5.6e-7

1.5e-6

1.8e-6

...

1.1e-6

1.4e-7

...

2.3e-4

1.1e-5

1,624

1,624

1,406

955

1,624

...

3,916

1,072

...

98

99

3.8e-7

4.9e-7

5.1e-7

1.1e-6

1.5e-6

...

6.5e-8

8.7e-7

...

1.1e-4

1.0e-4

계 - 1.15 - 1.82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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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대안 가 정보편익이 가장 큰 것2
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 시설의 측면에,
서는 대안 이 정보편익이 가장 큰 것으로1
나타났다 이는 대안 를 선택할 경우 주거. 2
용 시설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안 은, 1
비주거용 시설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을 표현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안. ,
의 정보편익이 다른 계획안에 비해 훨씬2
크므로 정보편익의 측면에서는 대안 가 우2
월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결V. 론

공공시설물의 계획에는 노선선정 입지선,
정 규모결정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계획의,
평가과정에 정보계측기법의 이용이 가능하

며 기존의 비용으로 표시되는 항목과 비용,
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행성 시공성 안전, ,
성 환경성 민원 등의 항목을 기존의 주관, ,
적 평가에서 벗어나 정보량이라는 통일된‘ ’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공공시설물의

계획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건설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시설

정보계측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도로주변의,
시설간의 편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설정

보편익모형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실제 도로계획 사례에 적용한 결과 비용과

직접효과만을 고려한 시설정보계측모형에

서는 기존의 도로설계와 유사한 결과가 도

출되어 정보계측이 도로계획의 평가에 이

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시설정보편,
익모형에서는 기존의 도로계획 평가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시설이용자의 편익을 고

려할 수 있었다 향후 모형이 보다 복잡한.
인자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정보계측에 이용

되는 데이터들이 보다 객관화되고 다양해

진다면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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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계안 대안1 대안2

거리 정보편익 거리 정보편익 거리 정보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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