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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여러 문 분야에서 GIS기반으로 구축된 다양한 공간주제정보의 활용 분석에 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기본 인 도로 련 이어 정보를 이용하여 교통지리학 분

석이 가능한 GIS응용 로그램을 구 하 다.본 로그램을 이용하여 행정 구역단 나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분석 구역의 도로망으로부터 그래 형의 망 구조에 한 특성을 정량 으로 표

하는 우회도(circuity)와 근도(accessibility)의 산정이 가능하다.우회도는 분석 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 존재하는 노드의 지 를 단하기 하여 하나의 바람직한 교통망을 기 으로 하여 실제

도로망을 구성하는 노드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를 정량 으로 악하기 한 방법이

며, 근도는 우회도의 분석에 이용되는 같은 이어 데이터인 그래 망 구조에 하여 망 구조

에 포함된 모든 노드를 상으로 하여 각각의 노드 들간의 근의 용이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

이다.ArcView 3.2a의 개발언어인 AvenueTM를 이용하여,AVX형식의 extension으로 구 된

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는 교통 데이터 모델에 기반하는 문 인 교통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수치지도로부터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도로 심선 이어와 행정 경계

이어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처리 결과로 얻어진 우회도와 근도는 교통 분야에서 GIS

용을 한 공간 분석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공간분석,도로망,우회도, 근도,ArcView응용 로그램

ABSTRACT

Recently,domain-specificdemandswithrespecttopracticalapplicationsandanalysisschemeusing

spatialthematicinformationareincreasing.Accordingly,inthisstudy,GIS-basedapplication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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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mplementedtoperformspatialanalysisintransportationgeographywithbaseroadlayerdata.

Usingthisprogram,quantitativeestimationofcircuityandaccessibility,whichcanbeextractedfrom

nodescomposedofthegraph-typednetworkstructure,inaarbitraryanalysiszoneoradministrative

boundaryzoneispossible.Circuityisaconcepttorepresentthedifferenceextentbetweenactual

nodesandfullyconnectednodesintheanalysiszone.While,accessibilitycanbeusedtofindout

extentofaccessibilityorconnectivitybetweenallnodescontainedintheanalysiszone,judgingfrom

inter-connectingstatusofthewholenodes.Inputdataofthisprogram,whichwasimplementedin

AVXexecutableextensionusingAvenueTM ofArcView,isnottransportationdatabaseinformation

basedontransportationdatamodel,butlayerdata,directlyobtainingfromdigitalmapsets.Itis

thoughtthatcomputationofcircuityandaccessibilitycanbeusedaskindsofspatialanalysis

functionsforGISapplicationsinthetransportationfield.

KEYWORDS:Accessibility,ArcView Extension,Circuity,RoadNetwork,Spatial

Analysis

서 론

기본 지리정보 데이터에 기반하여 특정 분

야의 공간 주제정보를 활용하기 한 상으로

하는 처리 방법이나 이를 한 응용 로그램

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이와 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응

용 분야 에서 교통분야는 주요한 활용분야로

간주되고 있다.교통분야에서의 GIS활용은 소

트웨어 인 측면을 강조한 GIS-T(GIS for

transportation)나 하드웨어나 기반환경에 주안

을 둔 ITS(intelligenttransportationsystem)

등과 같은 규모의 독자 인 분야로 발 하거

나 연계되어 왔다.이러한 교통분야의 GIS활용

에 한 기술개발이나 연구는 향후에도 련

분야와의 계속 인 확장 연계를 통하여 GIS

에 기반하는 주요응용분야로 망되고 있다

(Hoyle과 Knowles,2000;Heipke,2004).

본 연구에서는 요한 GIS주제 정보의 하

나인 도로망 데이터 는 교통망 데이터를 이

용하는 공간 분석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재

상업 인 GIS툴을 이용하여 도로망이나 교통

망 정보와 같은 망 구조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 네트워크 분석 기능은 주로 최단 경로

는 최 경로를 탐색하거나,망을 통한 인

시설물 검색,서비스 지역에 필요한 자원 분배

와 할당 등과 같이 요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응용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으나(Ormsby와

Alvi,1999),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로

망 구조의 기본 인 특성 악을 한 모듈이

직 제공되는 툴은 많지 않다.

Lee(2002),Lee와 Oh(2003),Lee(2004)등에

서는 고해상도 상정보를 배경 정보로 하여

교통 분야에 필요한 지수 정보를 추출하는 몇

가지의 응용 로그램 개발을 시도한 바 있으

나,이러한 연구는 도로망이나 교통망을 구성

하는 체 노드(node)정보를 상으로 하는

망 구조의 특성 악을 한 분석보다는 개별

노드에 한 특성 지수를 얻기 한 것으로 본

연구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GIS-T의 처리 기법의 에서 교통

련 기본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공간분석 방법

에 주안 을 두어 우회도(circuity)와 근도

(accessibility)를 구할 수 있는 응용 로그램

의 구 결과를 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도시교통 분석 에서의 교통망의 분석 기

법에 해서는 임용택과 임강원(2003)이 교통

망 균형이론과 통행 배정모델 이나 동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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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모델 등에 한 이론을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정리한 바 있으며,한주성(1996)은 교통

지리학 에서의 다양한 자료 처리 분석

기법에 하여 소개한 바 있다.교통지리학

분석 기법들 에서 많은 방법들이 1990년

이후 공간 데이터베이스로 장이 가능한 교통

정보와 GIS를 연계하는 GIS-T와 같이 독자

인 응용 분야로 체계화되면서 다양한 연구와

데이터 처리 방법론의 개발되고 있다 (Lang,

1999;Miller와 Shaw,2001).한편 최 문 등

(1999)은 도시 정보처리에서의 GIS기법의

용방법을 정리한 바 있는 데,도시 정보 리

분석에 이용되는 주요 분석 방법들은 일부

격자형 정보를 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벡

터 데이터의 경우에는 주로 속성 질의와 공간

질의 는 검색 기능등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

가 많다.Easa와 Chan(2000)은 도시 계획에서

의 GIS 응용 기법에 하여 정리하면서

GIS-T의 기능 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일

반 으로 도로망 정보의 경우는 데이터 형식에

계없이 기본 인 GIS기반의 도시 정보

의 하나이므로,이에 한 실무 인 처리 기법

들의 개발에 한 잠재 인 수요는 많은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효율 인 분석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문 인 연구에 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분석 입장에서 망 구조로 이루어지는 도로

망이나 교통망 정보는 용 목 에 따라 다양

하고 복잡한 속성 정보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이와 련된 응용 로그램이나

응용 시스템 구축시에는 교통 련 정보를 효

과 으로 처리하기 한 문 인 교통 데이터

모델을 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본 연

구는 잠재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교통지리학

개념을 GIS환경에서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

는 응용 로그램의 개발에 주안 이 있으며,

우회도나 근도의 산정은 수치지도로부터 직

분리할 수 있는 도로망 이어 정보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우회도와 근도의 개요

일반 으로 GIS 응용 로그램의 개발은

특정 목 시스템에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에 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포

함하며,GIS엔진이나 툴에서 제공하는 내부

API(applicationprogramminginterface)를 이

용하여 기존의 GIS의 기본 환경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나 어떤 목 에 맞게 체계화된 연

속 인 처리 과정의 자동화 단계를 제공하기

한 간개발자 단계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교통 분야에 용이 가능한 GIS의 응용

로그램은 ESRI의 ArcView GIS와 연동되는

응용 로그램인 networkanalysis등이 있으

며,본 로그램은 교통 분야에서 많이 용되

는 최 주행로 결정,주행 비용의 산정,망 구

조에 따른 인 시설물과 서비스 구역의 검색,

교통류의 모델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Ormsby와

Alvi, 1999). 한편 Lee와 Wong(2001)은

ArcViewGIS의 API를 이용하여 ,선,면 형

공간 객체에 한 공간 통계학 분석 기능등

을 개발한 바 있으나,교통 지리학 에서

의 우회도나 근도의 산정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다음 에서는 이와 같은 우회도와

근도의 산정에 용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자 한다.

1.우회도(circuity)

우회도는 사 에 설정되어 있는 분석 구역

이나 는 on-the-fly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임

의로 사용자가 설정하는 구역화된 공간 범 내

에서 도로 심선에 기반한 도로망이나 교통망

을 구성하는 포인트 형 객체(pointfeature)로

정의되는 노드(node) 는 노드 (nodepoint)

의 지 에 한 측도를 나타내기 한 개념이

다(한주성,1996).이 측도의 계산 방법은 하나

의 바람직한 교통망을 설정하고 이를 기 으로

그림 1(A)와 같은 실제 상 구역의 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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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Exampleofroadnetworkwithdistance(A),andfullyconnectedroad

graphnetwork(B).ExcerptedfromHan(1996)

는 실제 도로망을 구성하는 노드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를 정량 인 값으로

표 하는 것이다.이때 바람직한 교통망은 일

반 으로 그림 1(B)와 같이 완 연결된 망으

로 가정하며,각 노드 간의 계는 표 1(A)와

같은 거리 행렬로 표 하게 된다.이러한 망

구조와 거리 행렬을 이용한 우회도의 계산은

아래 수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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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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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i는 i번째 노드에서의 우회도를 나타

내며,n는 분석 구역내의 노드의 개수,d(i,j)

와 e(i,j)는 각각 실제 i와 j번째 노드 간의 거

리 값과 완 연결된 망 구조에서 i와 j번째

노드 간의 거리 값을 나타낸다.이러한 방식에

따라 구한 우회도 행렬의 계산 결과는 표 1(B)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v1과

v7가 분석 구역내에서 우회도가 큰 노드임을

알 수 있다.

2. 근도(accessibility)

도로망이나 교통망을 구성하는 노드들의 상

호간에 연결된 상태에 한 정보는 망 구조의

기본 인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이는 표

1(A)의 거리 값에 해당하는 요소 값을 단

값인 1로 체하여 연결도 행렬 방식으로 표

할 수 있다.

Chou(1997)는 이러한 방식의 표 을 네트워크

연결도(networkconnectivity)라고 한 바 있으

며,이러한 행렬 C1은 분석구역 내의 선택된

노드 개수에 계없이 항상 정방 행렬로 나타

난다. 한 연결도 행렬은 임의의 분석 구역에

존재하는 노드 들간의 상 인 근 용이도를

나타내는 ‘근도 행렬(accessibilitymatrix)’의

유도에 직 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근도 행

렬(A)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근도

행렬의 해석시에는 각 행을 기 으로 행의 요

소들을 합산한 뒤 합산 값이 가장 큰 노드가

해당 분석 구역 내에서 가장 근도가 우수한

노드로 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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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Pun-Cheng(2000)과 이기원 등(2003)

은 교통분석 구역내의 특정 노드에 하여

력모델 기반의 근성 지수를 추출하는 방법을

시한 바 있으나,본 연구에서 다루는 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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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ν1 ν2 ν3 ν4 ν5 ν6 ν7
ν1 0 10 22 17 25 21 30

ν2 10 0 16 25 20 27 36

ν3 22 16 0 9 5 6 18

ν4 17 25 9 0 7 6 16

ν5 25 20 5 7 0 11 16

ν6 21 27 6 6 11 0 14

ν7 30 36 18 16 16 14 0

(B) ν1 ν2 ν3 ν4 ν5 ν6 ν7 SUM Circuity

ν1 0 0 0 196 4 256 441 897 128.14

ν2 0 0 256 0 289 16 81 642 91.71

ν3 0 256 0 0 0 81 121 458 65.43

ν4 196 0 0 0 0 49 16 261 37.29

ν5 4 289 0 0 0 0 225 567 81.00

ν6 256 16 81 49 0 0 0 353 50.43

ν7 441 81 121 16 225 0 0 884 126.29

TABLE 1.RepresentationofdistancematrixwithrespecttoFigure.1(A)and

circuitymatrixasresult(B).ExcerptedfromHan(1996)

은 분석 구역 체를 망 구조로 하여 체 노

드 에서 노드 상호간에 가장 근이 용이한

노드를 찾고자 하는 목 으로 용되므로,하나

의 노드에 한 근 용이성을 나타내는 력

모델기반의 노드 간 근성과는 차이가 있다.

3.도로 그래 망의 편집

도로망 분석에서 가장 요한 도형 이어

는 도로망 이어이며 본 연구에 상으로 하

는 기본 인 데이터는 이 이어에 기반한다.

도로망 이어 데이터는 수치지도에서는 DXF

일내의 폴리라인의 형태로 추출할 수 있으

나,도로망이나 교통망 분석을 해서는 그래

형태로 도로망 이어를 편집할 필요가 있

다.도로망 그래 는 토폴로지(topology)생성

을 지원하는 GIS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치

지도의 도로 심선 이어를 이용하여 직 생

성한 뒤에,본 로그램에 용할 수 있다.그

러나 이와 같은 툴이 없는 경우에는 DXF

일로 되어 있는 원시 데이터가 불규칙한 폴리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노드 과 변

(edge 는 line)으로 구성되는 도로를 교차로

와 주요 분기 에 따라 구분한 별도의 폴리라

인으로 장한 뒤,이러한 편집된 일을

shape 일로 변환하여 우회도나 근도 계산

에 이용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

법도 가능하다.

그림 2의 (A)와 (B)는 각각 원시 데이터와

편집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원시 데이터에

서는 노드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폴리라인의

형태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며,편집 과정

에서 각 변을 노드에서 단하여 별도의 그래

의 형태로 나타내게 된다.한편 노드 이어

는 본 로그램 수행시에 도로망 이어를 선

택하면 자동으로 분석 구역내에 포함된 각 노

드 을 찾아 포인트 속성을 가지는 shape

일로 생성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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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Roadcenterlinelayerwithvertexesandnodes(A),andgraph-type

roadnetworkcomposedofnodes(B)

우회도와 근도의 구

본 연구에서 우회도와 근도 분석 목

의 응용 로그램은 ArcView 3.2a의 개발언

어인 AvenueTM를 이용하여 구 하 으며,

실행 로그램은 AVX 형식으로 컴 일된

extension으로 일반 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본 로그램의 구 시에 ESRI

NeworkAnalysisExtension이 필요하나,실

행시에 NetworkAnalysisExtension을 직

이용할 필요는 없으며,내부 으로 findpath

메소드만을 이용한다.

그림 3은 응용 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

이스와 입력 화창 일부 화면 처리 결과를

나타낸다.사용자 화 창에서는 roadlayer와

adminlayer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입력 데이

터를 필요로 하는데(Step1),roadlayer는 도

로 심선 선형 이어를,adminlayer는 행정

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다각형 이어를 사용

하도록 하 다.그림 3에 제시된 데이터는 경

기도 구리시의 일부 지역이며 시험 으로

1:25,000축척의 수치지도를 사용하 다.

로그램의 실행시에는 데이터 구축 보다는

분석에 비 을 두었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베

이스 구축 단계가 요구되지는 않으나,앞에서

설명한 그래 형으로 편집된 도로 심선

이어에서 각각의 폴리라인 피처를 선분(line

segment)요소로 제작한 경우에는 분석 상

구역내의 모든 포인트 피처는 노드로 인식된다

(그림 1(A)).즉,도로망 이어 구축시에 시작

과 종료 은 자동으로 노드로 추출되는데,

우회도 계산시에는 실제 거리 값이 이용되므로

기 좌표계에 따라 도형의 입력이 이루어 져

야 한다.한편 그림 4와 같이 여러 개의 정

과 노드로 이루어진 다 선형으로 이루어지는

도로 망(그림 4)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어 편집 단계에서 노드를 지정함으로서 우

회도나 근도의 계산이 가능하다.

분석 구역의 선택(Step2)은 특정한 행정

구역 체를 분석 상지역을 하는 경우,사각

형의 임의의 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는 마우

스 입력을 통한 임의의 다각형을 분석 구역으

로 선택하는 방식등과 같이 세 가지 방식을 제

공한다.Step3은 Step2에서 선택된 분석 구

역내의 노드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단계이며,

이 때 추출된 노드 데이터는 별도의 노드 이

어로 작성된다.한편 노드의 치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역내의 노드 이블을 자동으

로 나타나도록 하 다.Step4는 두 단계 방식

의 우회도 처리를 지원하는 데,임의의 특정한

노드를 상으로 이에 한 우회도를 얻고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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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Userinterfaceofapplicationprogram andprocessingsteps:<Step1>Inputlayersof

roadcenterlineandadministrativeboundary,<Step2>Selectionofanalysiszone,

<Step 3> Automaticextraction ofnodeswithin the analysiszone,<Step 4-1>

Calculationofcircuityvalueatanodeintheanalysiszone,<Step4-2>Calculationof

circuity,connectivity,andaccessibilityofthewholenodesintheanalysiszoneand

theirrepresentationinthematrixform

하는 경우에는 Step4-1에서,표 1과 같이 분

석 구역내의 체 노드에 한 우회도 행렬이

나 근도 행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Step

4-2단계에서 수행되도록 하 다.

그림 5는 그림 3의 Step4-2단계를 수행한

결과로서,(A)와 (B)의 경우는 각각 임의로 설

정된 분석 구역을 구성하는 개별 노드에 하

여 정규화된 우회도 행렬과 우회도 계산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여기서 정규화된 행렬은 ‘show

circuitymatrix’도구 선택에 의하여 분석 구

역내에서 나타난 우회도의 최 값으로 각각의

계산 결과치를 나 어 결과이며,분석 구역

내에 존재하는 노드들에 한 실제 계산 결과

는 ‘show circuityresult’도구를 선택하여 얻

을 수 있다.

특정 노드에 하여 우회도 값이 크다는 의

미는 구역내의 노드로부터 근이 용이하지 못

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도로 계획이

나 도시 계획의 사 조사 단계에서 목 에 맞

게 정의된 교통 노드 지 들의 상호 계

경로 산정에 이용이 가능한 정량 지수로 이

용할 수 있다.그림 6의 (A)와 (B)는 각각 그림

3의 Step 4-2 단계에서 ‘Show Network

Connectivity Matrix’와 ‘Show Network

AccessibilityMatrix’도구를 선택한 결과를

나타내며,그림 5(A)는 [C1]을,그림 5(B)는

[A]를 계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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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Graph-typedroadnetworkdatawithmultiplepolylinefeatures

(A)
(B)

(A)
(B)

FIGURE5.Processingresultsof<Step4-2>inFigure.3:(A)Normalizedcircuity

matrix,(B)Circuityvaluesofthewholenodesintheanalysiszone,

representedasactualdistance

(A ) (B )(A ) (B )

FIGURE6.Processingresultsof<Step4-2>inFigure.3:(A)Networkconnectivity

matrixfor[C1],(B)Networkaccessibilitymatrixfor[A]withrespectto

thewholenodesintheanalysis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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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 나타난 근도는 우회도 산정에 이

용된 같은 도로 그래 망 구조하에서 노드들

간의 직 인 상호 연결성을 나타내는 연결도

행렬식을 가지고 계산한 행렬 계산 결과로서

앞에서 얻어진 우회도와 같은 목 으로 해석이

가능한 지수정보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설정된 분석 구역의

도로망이나 교통망으로부터 그래 형의 망 구

조에 한 특성을 정량 으로 표 하기 한

방법을 다루고자 하 다.우회도와 근도는

교통지리학에서 다루는 주요한 기본 개념이며,

각각 분석 구역내 존재하는 도로망 노드의 지

에 한 분석과 분석 구역의 망 구조를 구성

하는 모든 노드를 상으로 하여 각각 노드들

간의 연결 상태 근의 용이성을 분석하도

록 하는 목 으로 제안된 기법이다.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계량 지수정보의 자동 산정을

한 응용 로그램을 ArcView 3.2a의 개발언어

인 AvenueTM를 이용하여,AVX형식의 실행

로그램으로 개발하 다.

본 로그램은 복잡한 교통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기반하지 않고 수치지도로부터 직 추

출이 가능한 도로 심선 이어와 행정 구역

경계 이어와 같은 두 가지 이어만을 기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특히

도로망 이어의 경우 일반 인 CAD 포맷이

나 shape 일 포맷의 기본 데이터에 하여

노드의 지정과 같은 간단한 부가 인 편집작업

으로 도로망 그래 를 구성한 뒤에 용이 가

능하다.행정 경계를 상으로 하거나,사용자

가 설정하는 임의의 구역을 상으로 하여 얻

어진 결과는 교통 데이터베이스 정보등과 통합

으로 분석되어 세부 인 도로 설계나 도시

교통 계획등과 같은 실무 인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한편 도로망 그래 에 기반

하는 교통지리학 분석방법 에서 일부를 구

한 본 연구와 같은 시도는 향후에도 GIS분

야와 기타 세부 인 활용 분야를 연계시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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