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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공간 데이터 마이냥 방법론이 대용량 공간 데이터 분석올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이 지리적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올 검토하는데 있다. 연구는 서울시 노령인구 분포에 대 

한 사례 분석올 통해 이 방법론의 효용성과 한계점올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서울시 노령인구 분포 패턴 

에 영향올 미치는 잠재적 요인으로 고령자의 핵가족화라는 가족 구조 변화， 문화교육의료 시설 및 자연 환경과의 인접성 둥 

올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분석올 토대로 공간 데이터 마이닝올 이용할 경우， 1) 공간적 관계를 직접 분석할 수 있고， 2) 대용량 

데이터에 내재해 있는새로운가셜들올탐색해 볼수 있으며， 3) 다차원 데이터들간의 의존성올파악할수 있으며， 4) 의사결 

정과정올 지원할 수 있다는 효용성들이 도출되었다. 반면，1) 지리학과 공간 분석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2) 마이닝 방법 

자체 및 데이터 처리에 대한 사전 지식올 요구하고， 3)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의존하며， 4) 방법과 알고리즘들이 아직까 

지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이 갖추어야할다양한요건들올충족시키지는못한다는한계점이 드러났다. 

주요어 : 공간 데이터 마이닝， 대용량 데이터， 다차원， 지식 발견， 공간분석 

Abstraα : A new methodology called spatial data mi띠ng has been pr'。φSeCI recently as a solution for analyzing large 

spatial datasets. 까1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the methods of spatial data mining can be 

applied in solving some geographic problems. 1he utilities and limits of spatial data n피ning are deduced from a case study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lderly people in Seoul. 1he results of analysis reveals that the change of the family structure, 
that is , the emergence of nuclear families consisting of only older peoples , and the nearness to cultural , medical , 

educational facilities and natural environments can be a possible factor intluencing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elderlypeople in Seoul. And the following utilities are deduced from the analysis; 1) spatial relations can be directly 

analyzed , 2) new hypotheses implicit in large database can be explored, 3) many dependencies among multi깅imensional 

data can be captured, and 4)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can be supported. On the other hand , there are lin따 that 

spatial data mi띠ng requires 1) the expeπ knowledge about geography and spatial analysis , 2) the background knowledge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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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echniques themselves and data processing, that 3) it is dependent on spatial data warehouse , and that 4) the 

methods tor spatial data n피ning are not complete yet. 

K야words : Spatial data mining, large datasets, multi-dimension, knowledge discoveIY, spatial analysis 

I . 서론 

1. 연구배경과목적 

1990년대 이후로 데이터가 대용량화， 다량화되 

면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Ol라는 분석 기 

법이 이슈가 되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이란 일반적 

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흥미롭고 유 

용한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동}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 중심적 접근 방법이 더욱 요구되 

는 분야가 바로 공간 데이터 분석이다.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의 지동화， 인공위성 이미지， 원격 탐 

사， GPS, 모바일 컴퓨팅 둥의 기술 발달로， 과거에 

비해 데이터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런 대 

용량 데이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공간 분석 분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공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웃한 데 

이터들의 값에 영향을 받는， 공간 데이터의 특수성 

때문으로， 일반적 데이터 마이닝은 이런 공간 데이 

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대용량의 다양한 공간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 분석은 이루어질수 없는가?최근 이런 질 

문에 대해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공간 데이터 마이닝 (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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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ining)이다. 공간 데이터 마이닝이란 일반 

적 데이터 마이닝이 공간 데이터 분야로 확대된 것 

으로， 일반적 데이터 마이닝 방법들과 달리 공간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개념적으로 공간 데이터 마이닝을 이 

용할 경우， 공간 데이터 내에 내포된 데이터 간의 

위상·거리 ·방향관계를분석의 대상으로할수 

있으며， 데이터의 공간적 의존성 (Spatial 

Dependency )과 이 질성(Spatial 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대용량 공깐 데이터로부터 일정한 패턴 

과 규칙을 발견해낼 수 있다. 

각 지방 자치 단체마다 자체적인 공간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축적 · 관리하는 오늘 

날의 실정에서， 쌓여 있는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앞으혹 꾸준히 논의되고 연구될 

주제이며， 공간 데이터 마이닝이 향후 제기될 데이 

터 활용문제에대한하나의 대안이 될수있다.하 

지만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연구 

는 미미한 면이다. 그것은 공간 데이터 마이닝의 

출발점이 지리학이 아닐뿐만아니라통계학， 데이 

터베이스， 기계 학습， 과학적 시각화 둥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 공간 데이터를 분 

석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 

에， 최근 들어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 

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이 지리적 문제에 적용가 



능한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동}는 연구 문제는 다음 

과같다. 

첫째，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분야와 공간 분석 분야에서의 연구는 어떻게 이루 

어지고있는가? 

둘째，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이 실제 지리적 문 

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즉， 공간 데이터 마 

이닝 방법을 이용한 지리적 문제 해결은 어떻게 이 

루어질수있는가? 

셋째， 공간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방법론이 지리 

학에서 가지는 효용성과 한계점은 각각 무엇인가?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적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개 

념을 정리하고 방법론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정 

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공간 

데이터 마이닝이 기반으로하고 있는다양한학문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간 데이터 마이닝의 정 

의와 절~}를 검토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서 개발된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들을 살펴보았 

다. 이와 함께 공간 분석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공간데이터 마이닝에대한최근의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이 

지리적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 

地理學論훌훌 제41호 (2003.3) 

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 데이터에 대해 공간 데이터 마이닝올 적용하 

였는데， 사례 분석의 주제는 ’서울시 노령인구!) 의 

지리적 분포’이다. 사례 분석올 위해 서울시청개발 

연구원에서 제작한 「딴로 본 서울 2000J , 인구센 

서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울시 통계연보 둥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사례 분석에서는 서울시 노 

령인구의 분포 패턴을 파악하고 이런 패턴과 관련 

된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집 

분석，공간적 ·비공간적 연관규칙발견방법을사 

용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ArcView GIS 3.2a, S

PLUS 6.0 for ArcView GIS. S-PLUS 6.0 

Professional, SPSS 클레멘타인 둥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 연구와 실제 사례 분석올 통해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이 지리학에서 가지는 

효용성과한계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11. 공간 데이터 마이닝 

1. 개념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란 업무 현장에서 

생성되고 축적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묵 

시적으로 잠재된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는 작업으 

로 흔히 지식 발견(Knowledge Discoveπ)이라는 

용어와 같이 사용된다(박기호， 2(02). 즉， 기업의 

운영 시스댐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의 관계 

1) 1982년에 발간된 유앤의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령인구라 하고， 80셰 이상 되는 인구를 고령인구(당treme Aged) 
라 부르고 있다. 또한 노년사회학에서는 65-74세를 전기 노령충， 75셰 이상을 후기 노령충이라 한다(한주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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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꽤턴 둥을 탐색 · 발견함 

으로써， 상식적인 내용이 아닌 새롭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올 말한다. 보다 새롭고 다양 

한 지식 발견을 위해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기계 학 

습， 통계， 인공 지눔 패턴 인식， 과학적 시각화 둥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한 원리와 기법들올 활용한 

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의 원리와 방법들은 공간 

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공칸 데이터의 

경우， 위상과 유클리드 기랜}는 측정의 틀올 기반 

으로 하고， 공간적 의존성과 이질성이라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 데이터와 상호 작용하 

는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유 

형이 다양하고 각 유형마다 척도가 다르며， Area 

데이터의 경우 가변적 공간 단위의 문제 

(Modifìable Areal Unit Problem; MAUP)를 내포하 

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마이닝 방법들올 공간 데 

이터에 적용할 경우방법의 수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공간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별도의 분야가 발 

전하게 되었다.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데이터베이스 분야와 

공간 분석 분야를 아울러 보다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은 Koperski 둥09<)6)이 정리한 개념으로 다음 

과같다. 

”공간 데이터 마이닝 또는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서의 지식 발견은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명시적으 

로 저장되지 않은 공간적 관계나 패턴， 내포적 지 

식 둥을 추출하는 것올 말한다 

2. 과정 

공칸 데이터 마이닝과 일반적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와 방법， 알고리즘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분석 과정은서로다르지 않으며 일반적 데이터 마 

이닝에서 적용되는 과정이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 

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학자들이 조 

금씩 다른 지식 발견 과정의 틀을 제시하였지만， 

시공간 데이터 맥락에서는 Fayyad 둥09<)6)이 제 

시한 틀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간주된다 

(MacEachren 둥， 1999). Fayyad 둥이 제시한 공간 

적 지식 발견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문제 이해 및 목표 설정: 웅용 분야와 관련된 

배경 지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자의 입장 

에서 지식 발견의 목표를 설정한다. 

@ 데이터 선택: 분석할 데이터를 선정하고 수집 

하여 대상 데이터셋을 만들고， 분석 알고리즘이 적 

용될 변수 집합이나 데이터 표본을 추출， 정리 

(Focusing)동F는 단계이다. 

@ 데이터 전처리: 잡음 데이터(Noisy dara)나 결 

손 데이터(Missing data)를 정제하거나 이 데이터 

들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특 

히 결손 데이터를다루는 전략을 결정하는둥의 작 

업이이루어진다. 

@ 데이터 변환: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분석 

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복잡성을 감소시키 

기 위해， 차원 축소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고려 

해야할데이터를수를줄이는단계이다. 

@ 데이터 마이닝2) 지식 발견의 목적에 부합하 

는 특정 데이터 마이닝 방법과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이들을 준비된 데이터에 적용하여 패턴 

2) 여기에서 데이터 마이닝은 마이닝 모텔과 지식 발견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좁은 의미의 데이터 마이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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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발견해낸다. 

@ 발견된 패턴의 해석 및 평가: 마이닝된 결과를 

해석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이전 단 

계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 이 단계에서는 결 

과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 

는 시각화 방법이 중요하다. 발견된 지식에 대한 

해석이 끝나면 이 지식을 실제 현실에 적용해보고 

이전의 지식에 비해 새로 발견된 지식이 얼마나 더 

유용한지를 평가해본다. 

위에서 지식 발견 과정이 6 단계의 순차적 절차 

地理學論훌훌 제41호 (2003.3) 

를 거치는 것처럼 설명되었지만， 실제 지식 발견 

과정은각단계에서 이전단계로환류가무수히 되 

풀이되는반복적，순환적과정이다. 

3. 분석 방법과 알고리즘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업무는 분석 목적에 

따라 크게 5 가지로 분류되며(Miller and Han , 

〈표 1) 일반적 데이터 마이닝 업무 

분리 군집/분류 선택된 데이터들을 의미있는 그룹이나 계급으로 나누는 것 

。|초서 브서 
--tL듀:-0 ~I 

베이지언 네트워크 

언관규칙 
다른 속성들의 값을 토대로 어떤 속성의 값을 예측하는 규칙을 찾는 과정 

편차와예외값분석 

7~등t 드'1.)서 
00 나::--， 

군집 및 기타 

회귀분석 

연속때턴 추출 

기대치에서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데이터를 찾고 이에 대해 분석하는 것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직선 혹은 곡선 형태의 경항성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 

일반화와특성기술 
요약/특성기술 규칙 
속성지향적 귀납추리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에 대해 완전히 설명(Description)하는 것 

2(01)，표1과같이 정리될수 있다. 

위 방법들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들은 군집 

과 예외 분석， 분류， 연관 규칙 발견， 특성기술， 경 

향분석 둥이며，공간데이터 마이닝에서도마찬가 

지이다. 이 절에서는 위 방법들이 공간적 맥락으로 

확장된， 공간적 군집과 예외 분석 , 공간적 분류， 공 

간적 연관 규칙 발견， 공간적 특성기술， 공간적 경 

향분석 방법 중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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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한다. 

한편， 이러한 공간적 데이터 마이닝 방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간 통계를 기초로 한 공간 

분석 분야에서도 공간 데이터 마이녕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간 데이터의 

대용량화， 다량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간 분석 분 

야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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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공간 데이터 마이닝의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공간 분석 방법들이 

대용량 공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의 요건을 충족 

시킬수있는지가아직까지 미지수상태이다.따라 

서 최근 공간 분석 분야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 

에서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데， 

이 절에서는 이러한 연구동향에 대해 간략히 기술 

한다. 

1 )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의 접근법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는 공간 현상에 존재하는 

공간적 이웃 관계를 정의하고， 물리적 데이터베이 

스 상에 그 관계들을 구현하는 방법과 이를토대로 

한 데이터 마이닝 방법 개발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1) 기본 개념 

공간 데이터 마이닝의 기초가 되는 공간적 이웃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Ester 둥， 2어1). 첫째 

는 관련된 두 객체 사이의 경계， 포함 관계 둥올 바 

탕으로 하는 위상 관계(Topological Relation) , 둘 

째는 수학적 비교 연산자를 이용하여 주어진 상수 

와 두 객체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는 거리 관계 

(Distance Relation) , 마지막은 두 객체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객체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관계(Direction Relation)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공간적 이웃 관계는 함께 조합하여 ̂r용될 수 있으 

며， 한 객체의 이웃을 정의하거나 여러 공간 사상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적 관계를 찾아내고자 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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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이웃 관계를 토대로 Neighborhood 

Graph, Neighborhood Path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 

의된다(Ester 둥， 2001). Neighborhood Graph란 

위상 · 거리 · 방향 관계로 정의된 이웃의 개념을 

만족시키는 객체 집합들과 이들을 잇는 선분으로 

구성된 Graph를 말한다. Neighborhood Graph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해지면， Neighborhood Path 

가 정의될 수 있는데， Neighborhood Path란 

Neighborhood Graph에서 연속적 이웃 관계가 성 

립하는 객체들의 집합을 말한다. Neighborhood 

Graph9} Neighborhood Path의 개념은 공간적 의 

존성을 고려한 데이터 마이닝을 실시하기 위한 기 

본 토대가 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각 공간 

객체와 동일하게 하나의 객체로 취급된다. 

Neighborhood Graph와 Neighborhood Path를 구 

하기 위해서는， 저장될 공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이웃관계에대한정보가별도테이블형태 

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한다. 

(2) 공간적 군집 
일반군집 분석의 공간적 확장인 공간적 군집이 

란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들을 계급이나 군집 

으로 그룹핑하여， 그 결과 한 군집 내에 있는 객체 

들은 서로 유사하지만 다른 군집의 객체들과는 서 

로 다른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Han 

둥， 2어1). 공간적 군집 분석을 위한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들은 크게 다섯 가지 범주-계 

충적 (Hierarchical) 방법 , 분할(Partitioning) 방법 , 

밀도 기반(Density-based) 방법， 격자 기반(Grid

based) 방법 , 제약자 기반(Constraint -based) 방법

로 나누어진다(Han 둥， 2(01)3) 

(3) 공간적 언관 규칙 



흔히 ’시장바구니 분석 (Market Basket Analysis), 

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연관 규칙(Association 

Rule)은 11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이터들이 

12라는 조건도 만족시킬 것이라는 형태의 가정된 

규칙을 지지도(Support);) 와 신뢰도(Contìdence )" 

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일반적 연관 규칙을 공 

간 객체로 확장한 것이 공간적 연관 규칙이며， 공 

간적 이웃관계를바탕으로공간적 객체들사이에 

존재하는 연관 관계를 설명하는 규칙을 발견하는 

과정(Ester 둥， 2(01)을 말한다. 공간적 연관 규칙 

은 다음의 예를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Is_a(X, 도시) close_to(X, Y) is_a(Y, 강) (SOOIo) 

위 예는 ’X라는 공간 객체가 도시라면， 강인 Y라 

는 객체와 가깝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 규칙의 

신뢰도가 8CWo임을 말한다. 이러한 공간적 연관 규 

칙을 찾기 위해서는 분석할 데이터에 대한 공간적 

이웃을 정의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가깝다’， ’만난 

다’， ’중첩한다’ 둥의 공간적 이웃 관계와 이 관계들 

의 계충구조6) 가정의되어야한다. 

2) 공간 분석 분야에서의 접근법 

1999년 미 국의 NCGIA(National Center of 

Geographic Inforrnation and Analysis)에서는 !풍 

地理學論훌 제41호 (2003.3) 

부한 데이터 환경 하의 지리적 지식 발견 

(Discovering Geographic Knowledge In Data 

Rich Environments)’이라는 주제로 공간 데이터 마 

이닝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를 Varenius 프로젝 

트라 부른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공간 데이터 마 

이닝의 현 상태와 발전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장· 단기적으로지속적인 연구가필요한주제들 

을 정리하였다. 이 프로젝트 이후 꾸준하게 공간 

데이터 마이닝의 방법론과 활용에 대한 연구 문헌 

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 절에서는 이런 연구들올 

토대로 공간 분석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 연구의 최근 동향을 정리한다. 

(1 ) 최근 연구 동향 

공간 분석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데이 

터 마이닝 방법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 

행되고있다.데이터베이스분야와마찬가지로，기 

존의 기계 학습이나 인공 지농 둥의 분야에서 개발 

된 방법들에 공간적 요소를 가미하여 공간 객체에 

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이 

런 경향의 한 예가 2000년 Murray 둥의 연구이다. 

이들은 GIS 소프트웨어에서 단계구분도를 만들 때 

시용하는 분류 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간 

적 군집 방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분류 방식을 제안 

한 바 있다. Murray 둥은 단계구분도의 단계 구분 

3) 각 방법 및 이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문현올 참고한다. 
김호축 · 임현숙 · 용환숭， 2001 , "가중치를 고려한 밀도 기반의 공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Proc. of KDBC 2001: Korean 
Database Conference, 2001. 
오병우 · 박지웅 · 한기준， 1998 ， "G1S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공간 데이터 마이닝 한국정보과학회 데이터베이스연구회J지， 13권 4 
호， pp.꺼-94. 

Han,]., Kamber, M. and Tung, A.K. H. , 2001 , "Spa디al clustering meth여s in data mining", in Miller, H.J. and Han, J. (edsJ, 
Geographic Data Mi띠ng and Knowledge Discovely, Taylor & Francis, 2001. 

4) 총 데이터 중I1이라는조건파 12라는조건올동시에 만족시키는 데이터의 비율 
5) I1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이터 중 12라는 조건도 함께 만족시키는 데이터의 비율 
6) 위상 관계에 대한 개념 계충도(Concept Hierarchy)가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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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분할 군집 방법올 사용하였는데， 분할 방 

법에서 군집 간 차이를측정하는 유사성 함수를 공 

간적 위치의 차이와속성값의 차이를동시에 고려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이를 BMCP(Bicriterion 

Median Clustering Problem)라 하였다. 

공간 분석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른 하나의 

경향은 공간 분석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방 

법올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 

이다.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공간 분석 방법들 

은 궁극적으로 어떤 현상의 공간적 패턴을 찾아 그 

원인올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공 

간 데이터 마이닝의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 

나 공간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들 방법은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이 갖추어야 할 단순성 

(Simplicity) , 통계적 의미의 적합성(Soundness)과 

로버스트성(Robustness) ， Scalability(Miller, 1999) 

를충족시키기에는， 방법의 기초가 되는가정이 너 

무 확중적이고 연산과정이 매우복잡하여 컴퓨터 

하드웨어 및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 

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컴퓨터의 성능이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하드웨어의 가격이 하락하고， 병 

렬프로세싱 및 최적화방법이 발전하여 이러한문 

제들은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해졌다. 그래서 최근 

들어 기존 공간 분석 방법 중 비교적 로버스트 

(Robust)하고 지동화 가능한 기법들을 공간 데이 

터 마이닝 도구로 개선하고자 동}는 시Bt 나타나 

고 있으며， 그 대표적 예가 자동으로 Geographical 

Analysis Machine( GAM)이다. 1988년 Openshaw 

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GAM은 발표 이후 지금 

까지， 공간 사상의 시간적 속성과 시간 외 비공간 

적 속성을고려할수 있도록개선되어왔다.2000년 

European Commission Fifth Framework 1ST 

Programme에서 공간 분석， 데이터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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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 Mapping 둥의 기술을 통합한 인터넷 

기반의 지리적 데이터 마01닝(Geographical Data 

Mining; GDM) 도구 개발을 위해 시작된 SPIN! 프 

로젝트(May， 2000)에서 ， GAM은 공간 분석 도구로 

채택되어 다시 한 번 데이터 마이닝에 적합한 형태 

로개발되고있다. 

에. 공간 데이터 마이닝의 적용: 서울 
시 노령인구의 지리적 분포 분석 

데이터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분석 도구에 대한 

필요성이 중대됨에 따라，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대부분 이론적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서 어떻게 이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활용 방향은 어 

떠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 

라서 여기에서는 실제 지리적 문제에서 공간 데이 

터 마이닝 방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적 

용 가능성을 살펴보파 하며， 이를 위해 인구 센 

서스 데이터라는 기초 자료를 이용하여 공간 데이 

터 마이닝의 분석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1. 목적 설정 

2어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7.3%를 차지(통 

계청， 2(01)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 



라도 이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 

입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보다 미시적이고 상세 

한 수준에서 노인인구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는데， 특히 지리학에서는 노령인구의 공 

간적 분포가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분포가지리학의 전통적인 연구주제인 만 

람， 노령인구 집단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 

로 196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에 

서도 노령인구의 분포， 노령인구와 사회시설과의 

관계 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 

한 기존 연구들은， 우리나라 전체 및 대도시 지역 

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 노령화 현상의 실태 파악 

과 원인 규명을 위한 첫 단추의 역할을 했다는 점 

에서 나름의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인구의 분포란 

매우 다차원적 현상으로서 인구의 사회 · 자연적 

중감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 경제 ·사회적구조， 

문화 · 환경적 지역 경관 둥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기존 연구들은 노령인구 분포의 여러 측면 중 

일부만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이 인구 분포의 다차원적 요소 중 일부 요소 

에만 연구의 초점을 국한시킨 것은 연구 목적에 따 

른 의도적 조치일 수도 있지만， 사용 가능한 데이 

터의 부족과다차원 데이터를분석할수 있는도구 

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편， 최근 들어 인구 분포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데 

이터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차 

원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 분석과 의미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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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은 여전히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노령인구 

분포와 관련된 데이터를 비롯한 보편적인 다차원 

데이터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정규 분포와 같 

은 통계적 기본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반면， 일반 

적인 분석 기법들은 데이터 정규성이라는 기본 가 

정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방법론 

을 이용하여， 서울시 노령인구의 공간적 분포 패턴 

과 이에 대한 잠재적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서 

울시의 경우 200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수는 

535 ，053명，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은 5.43%(통계 

청， 2000)로，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 노령인구의 1:11 
중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수 

성과 인구 센서스 데이터 외 다른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서울은 적합한 사례 분석 지 

역이 될수있다고생각한다. 

1) 서울시 노령인구의 지리적 분포 탐색 

본격적 분석에 앞서 서울시 노령인구의 지리적 

분포 패턴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리 

학에서는 인구 분포를 연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 

구 구조 지표들을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노령 

인구의 분포를 보여주는 다양한 인구 지표들을 조 

사하여 이들올 지도화하였다. 대체적으로 노령인 

구의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로 절대수7) 비율， 입지 

계수， 성비， 노령화 지수， 노년인구 부양비， 부모 

부양비 둥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7) 일반적으로 여러 하위 행정 구역으로구성된 지역에서의， 특정 인구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고자할 때， 절대수를그 비교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시셜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구 집단의 비율보다는 절 
대수자체가더 중요한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다양한측면올고려한노령인구분포를살펴보고자하므로， 절대수 
또한 노령화 지표의 하나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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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도 2000년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이 

용하여 이들 지표를 계산하여 단계구분도로 표현 

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각 지표가 드러내는 노령 

인구의 지리적 분포 패턴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각 지표가 측정하고자 동}는 님까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 

이다. 하지만 각 지표가 노령인구의 분포라는포괄 

적 개념의 여러 측면 중 하나의 면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볼 때， 여러 단계구분도에서 나타나는상이 

한 패턴올 보면서 서울시 노령인구의 지리적 분포 

패턴01 어떠하다라고 햄기란 쉽지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제기하였 

으며，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공간 데이터 마이 

닝 및 일반적 데이터 마이닝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노령인구 분포의 여러 측면들을 동시에， 종합적 

으로 고려할 경우， 서울시 노령인구의 지리적 분포 

패턴은 어떠할까? 특정한 지리적 분포 패턴이 나 

타난다면， 이러한 분포 패턴은 어떠한 요소들과 연 

관되어 있는가? 규칙적으로 노령인구의 분포 패턴 

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요소가 발견된다면， 이 

요소를 분포 패턴을 이끌어내는 잠재적 원인이라 

고볼수있지않을까?’ 

2) 문제 정의 

노령화 지표들을 이용하여 서울시 노령인구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한다는 목적을 토대로， 공간 데 

이터 마이닝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 문제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서는 서울시 노 

령인구의 공간적 분포 패턴과 여러 가지 사회 · 경 

제 ·환경적 요소사이에 존재하는잠재적 연관성 

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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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노령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령인 

구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찾아보고 이러한 분포 패 

턴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노령화 지표들 

의 값이 서로유사한지역들을하나의 그룹으로분 

류해주는 군집 분석올 실시하였으며， 군집 분석을 

통해 구분된 하위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노령화 현 

상의 특정올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시에 대한 

각종 통계 자료와 공간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회 · 경제 · 환경적 요소와 이전 과정 

에서 발견된 군집 지역 사이에 폰재하는 연관 규칙 

을 찾아보았다. 연관 규칙 발견 과정에서는 

Kopξrski 둥의 공간적 연관 규칙 발견 방법과 일반 

적인 데이터 마이닝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올 이 

용하였다. 

2. 데이터 선택과 전처리 

1) 대상 데이터 선택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인구 센서스 데이터와 「지 

도로본서울 2000J 에서 공개 제공되는데이터 및 

별도의 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례 분석용 데이 

터를구축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해 연구자가 선택한 구체적 데이 

터 항목과데이터 출처는위의 표2와같으며， 이러 

한데이터 항목들을선태한기준은통단위 데이터 

의 이용 가능성과 연령별 인구 분포에 대한 기폰 

연구에서의 채태 여부이다. 

2) 데이터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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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데이터 항목과 출처 

기본! 
면적， 총인구수， 총남자 인구수， 총여자 인구수， 성비， 0-14세 인구수， 15-64세 인구수， 

50세 이상 5세 간격 인구수， 총주택수， 총가구수， 총가구원수 

.ll!.~ 고졸이상학력소지자수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형태 집단시설가구원수 2000 

가족형태 
20세미만 가구주 가구수， 부자가구수， 모자가구수， 65세이상 

고령자 단독가구수， 65세이상 고령자 부부가구수 

사회복지 장애인 수， 생활보호대상자수 

주택형태별 주택 수，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수 
주택 

주택보급률 l 지도로본 

| 총종사자 수， 제조업 종사자 수 3차산업 종사자수'. J 서울 
경제 l 2000 

산업 생산자 및 소비자서비스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 종사자 수， 문 

승용차 

자연환경 

환경 ! 
교육문화환경 

사회환경 

교통환경 

문제 이해 및 목표 설정， 데이터 선택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데이 

터를 정제하고 사용할 분석 기법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인구 센서스 

데이터와 「챈로 본 서울 2000J의 데이터가 본 연 

구의 분석 대상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변환 과정은 다음과 같 

다. 먼저， 분석의 첫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연령별 

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노령화 지표들을 계산해내 

는 일차 데이터 변환이 이루어졌다. 사례 분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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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업/IT산업 종사자 수 

승용차등록대수 

카0， 고 o워~ 

대학교，문화시설 | 별도공간 
의료기관，복지시설 데이터 

지하절 

단계에서는 수치형의 비공간적 데이터를 ’수치형 

→범주형→불리언형’으로 변환하였으며， 수치형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하기 전 수치형 데 

이터를 비율과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표준화하였 

다. 즉， 입지계수 1을 기준으로 비공간적 데이터를 

높음(입지계수 ) 1)과 낮음(입지계수 (1)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주태형태별 가구수와 주택점유 

형태별가구수두변수의 경우에는주택형태 및주 

태점유형태별 비율을 계산하여 각 동에서 가장 우 

세한 주태형태와 주태점유형태를 값으로 가지는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그 결과 주택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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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는 ’단독주태/아파트/연립및다세대주택/기 

타’ 네 가지 범주를， 주태점유형태별 가구수는 ’자 

가/전세/월세’ 세 가지 범주를， 나머지 변수들은 | 

높음맺음’의 두 가지 범주를 가지게 되었다. 데이 

터 변환의 마지막 단계인 불리언 데이터로의 변환 

은 이분 변환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변수가 참 

(True)/거짓(False) 값을 갖도록 하였다. 

3. 분석 

1 ) 분석 방법과도구 

데이터의 전처리와변환후，분석 주제에 적합한 

방법들을 선정하여 이를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앞 

에서 군집 분석과 연관 규칙 발견이라는 상위 방법 

들을 사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각 

방법 에 대한 하위 알고리즘들을 선태하였다. 먼저， 

군집 분석에서는 k-medoids 방법을 구현하는 알 

고리즘 중 하나인 PAM(Partitioning Around 

Medoids)과 계충적 군집 분석 방법을 구현한 알고 

리즘 중 하나인 AGNES(AGglomerative NESting) 

를 이용한다. 두 알고리즘을 동일 데이터에 함께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하고 보다 데이터를 잘 분류 

한 알고리즘의 결과를 분석 에 이용하였다. 사례 분 

석의 2 단계에서는 비공간적 데이터에 대해서는 

Apriori 알고리즘을， 공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Koperski 둥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2) 사례 데이터 분석 

(1) 노령화 지표에 따른 군집 분석 

노령화 지표에 따른 서울시 지역 구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AGNES서) 알고리즘과 PAM 알고리즘 

올 이용하여 두 번의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군집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두 방법을 이용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외값 구별에서 

〈표 1) AGNES 군집 분석 결과: 군집별 각 노령화 지표 값 요약 

130 1191 6.24 1.15 69.05 8.19 2.67 2.67 0.84 

2 217 1078 4.80 0.88 63.51 6.29 2.43 2.43 0.86 

3 19 633 10.38 1.91 71.82 13.61 4.79 4.79 0.88 

4 93 792 7.37 1.36 70.68 9.58 3.02 3.02 0.84 

5 63 952 4.49 0.83 52.5 5.96 3.03 3.03 0.90 

*셀안의각변수값은평균임. 

8) 군집 간 거리 측정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많0] 사용되는 Ward 방법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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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GNES를 이용한 군집 분석 결과의 지도화 

짧 

5.000 ====::::1 .. Melers 

AGNES가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AGNES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최종 군 

집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군집 분석 결과의 신뢰 

성을 검증하기 위해 5 개의 군집에 대해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한 검정 

에서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나와， 99Vo 신뢰수준 

에서 5 개의 군집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AGNES 알고리즘을 이용한 군집 분석 결과 

를 지도화한 것이 그림1이며， 군집별 자료를 요약 

한것이표3이다. 

(2) 군집에 대한 특성 기술 

표3과 각 군집의 연령대별 평균 노인인구 비율을 

서울시 전체 평균과 비교한 그래프를 토대로 각 군 

집의 노령화 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군집 1: 노령인구의 수도많고비율도높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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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군집분석결과 

警鷹군집1 
驚驚 군집2 
를.군집3 
홈쁨군집4 

, 군집5 

역으로서， 노령화 지수는 서울시 평균에 가까·우며 

노년인구 부양비는 서울시 전체 평균을 상회한다. 

그러나 부모 부양비는 서울시 평균 이하의 값을 띠 

며， 다양성 지수 역시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낮다. 

노령화 지수， 노년인구 부양비， 부모 부양비를 통 

해 이 지역에서의 노령화가서울시 전체보다좀더 

진전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비교적 젊은 노인층이 

주를이루는지역임을알수있었다. 

@ 군집 2: 노령인구의 수는 비교적 많은 편이지 

만， 그 비율은 낮아 입지계수가 1 이하인 지역이 

다. 즉， 노령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 역 중 하 

나라 볼 수 있다. 노령화 지수， 노년인구 부양비， 

부모부양비 모두서울시 전체 평균이하로노령인 

구 층이 적은 주로 자녀를 둔 젊은 부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최저치 

의 부모부양비와 연령대별 평균 노인인구 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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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보다 고령인 노인층 

이 적은지역임을알수있다. 

@ 군집 3: 노령인구 수가 적지만 전체 인구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노령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19개 

의 동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지도 상에서 서울의 

중심 업무 지구에 해당하는 군집 3은 도심공동화 

로 인해 노령화 정도가 더욱 심각해진 전형적인 지 

역이라 볼 수 있다. 상주하는 인구 수가 적기 때문 

에 노령화 지수， 노년인구 부양비， 부모 부양비가 

모두 높게 나타나며 특히 노령화 지수가 약 83으 

로 노령인구와 유소년인구가 거의 일대일 대웅 관 

계에 가까운 지역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지만， 다른 군집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비교적 고령인노인층이 많은지역이라볼 

수있다. 

@ 군집 4: 대체로 군집 3의 외곽 지역에 해당하 

는 군집 4는 군집 3의 경향이 그대로 연장되는 지 

역으로 볼 수 었다. 모든 연령대의 노령인구 비율 

이 높은 지역으로， 노령화 지수， 노년인구 부양비， 

부모 부양비 퉁이 모두 높은 노령화가 상당히 진척 

된 지역이다. 특히 군집 1과 비교할 때， 보다 노령 

화된지역이라할수있다. 

@군집 5: 5 개의 군집 지역 중 3 번째로평균노 

령인구 수가 많은 지역이지만 비율은 최저로 노령 

화 정도가 가장 미약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는 최저치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인구 부양비를 통 

해서도 잘 확인된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군집 2 

지역과 비교할 때， 군집 5는 부모 부양비가 높은 

편이며 7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군집 2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노령인구의 성비 

가 이 지역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특히 

9) ’조건 결과’ 형태의 규칙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관측값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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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세의 노령인구에서 성비가다른군집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런 사실은 이 지역이 전체 인구 

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중이 낮긴 하지만， 상대적으 

로 고령의 여자노인인구가 많은 편임을 말해준다. 

(3) 노령화에 따른 군집과 관련된 연관 규칙 발견 
이 절에서는 노령화에 따른 군집 지역과 다른 사 

회 · 경제 · 환경적 요소와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알고리즘의 효율적 적용과 보다 의미 있는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사회 · 경제적 요소로 구성된 비공 

간적 데이터와 환경적 요소로 이루어진 공간 데이 

터에 대해 각각 별도로 Apriori 알고리즘을 적용하 

였다. 

Aprior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관 규칙을 발견 

할 때， 분석자는 발견하고자하는 규칙이 충족시켜 

야 할 최소 지지도와 최소 신뢰도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클레벤타인에서 구현된 Apriori 알고리즘은 

최소 지지도 대신 최소 포함정도9)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본 분석의 경우 각각의 군집을 종속 변수로 

설정했올 때， 각군집에 속하는동의 수가 이미 고 

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군집에 동일한 포함정도 

와 신뢰도를 적용할 경우 전체 동의 수가 많은 군 

집에 관한 규칙만이 발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각 군집에 속하는 동의 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모든 군집에 동일한 포함정도를 적용하되 최소 신 

뢰도는 다르게 적용했다. 최소 신뢰도는 최소 포함 

정도가 결정되었을 때 나올수 있는 최대 신뢰도에 

일정한상수를곱하여구하였는데，공간적 연관규 

칙의 수준 1의 경우에 상수 0.6을， 수준 2의 경우에 

상수 0.5를 적용하였다. 비공간적 연관 규칙은 공 

간적 연관 규칙의 수준 1과 통일한 수준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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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군집별 최소 신뢰도 

수준2의 최소신뢰도(%) 24 

〈표 5) 비공간적 언관 규칙 

끊짤 산 최뢰소도 규 잊획견수된 뷰칙(포합정도，.-tJ힐도}IQ} 

1) 100인당 승용차 수가 적고 65세이상 고령자 부부가구 비율이 높으면， 
군집 1이다.(165:31.6%， 0.558) 

50 10 
2) IT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고 100인당 승용차 수가 적으며 65세이상 고렁자 부부가구 

비율이 높으면， 군집 101다.(158:30.3%， 0.557) 
3) 문화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100인당 승용차수가 적으며 65세이상 고령자 부부가구 
비율이 높으면， 군집 101다.(159:30.5%， 0.553) 

1) 문화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집단시설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의 비율이 낮고 생산자 
서비스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으며 65세이상 고령자 부부가구 비율이 낮으면， 

2 79* 2 
군집 201다.(157:30.1%. 0.796) 

2) 문화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집단시설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의 비율이 낮고 
65세이상 고령자 부부가구 비율이 낮으며 65세이상 고령자 단독가구 비율이 낮으면， 

군집 2이다.(158:30.3%， 0.785) 

1) 65세이상 고렁자 부부가구 비율이 높고 65세이상 고령자 단독가구 비율이 높으면， 
군집 301다.(182:34.9%， 0.099) 

3 7 12 2) 100인당 승용차수가 많으먼， 군집 301다.(202:38.7%， 0.084) 
3) 문화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65세이상 고령자 부부가구 비율이 높으며 

65세이상 고렁자 단독가구 비율이 높으면， 군집 301다.(168:32.2%， 0.083) 

1) IT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고 65세이상 고렁자 부부가구 비율이 높으며 65세이상 

고령자 단독가구 비율이 높으면， 군집 4이다.(163:31.2%， 0.429) 

4 35 6 
2) 문화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65세이상 고렁자 부부가구 비율이 높으며 65세이상 
고령자 단독가구 비율이 높으면， 군집 401다.(168:32.2%， 0.429) 

3) 65세이상 고령자 부부가구 비율이 높으며 65세이상 고령자 단독가구 비율이 높으면， 
군집 401다.(182:34.9%. 0.429) 

1) 2차산업(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낮고 100인당 승용차수가 많다면， 
군집 5이다.(157:30.1%， 0.293) 

5 24 
20여개 2) 장애인 비율이 낮고 65세이상 고령자 부부가구 비율이 낮으면， 
이상 군집 501다.(158:30.3%. 0.291) 

3)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이 낮고 100인당 승용차수가 많으면， 
군집 501다.(172:33.0%. 0.279) 

*: 30%의 최소 포함정도와 83%의 최소 신뢰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10) 발견된 규칙 중 신뢰도 상위 2-3개 규칙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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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최대 신뢰도에 0.6올 곱하여 최소 신뢰도를 

구하였다. 또， 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탐색 작업 결 

과 수준 1에 대한 최소 포함정도는 3{Yl/o가， 수준 2 

에 대해서는 25%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값에 따른 최소 신뢰도는 표5와 같다. 

비공간적 변수에 최소포함정도 3{Yl/o와표4의 최 

소 신뢰도를 적용한 결과， 각 군집 별로 발견된 연 

관 규칙은 표5와 같다. 공간적 연관 규칙은 

Koperski 둥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발견한다. 

Kope때 둥의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공간 사상 

과 이 사상들 사이에 폰재하는 공간 관계에 대한 

개념 계충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개념 계충도는 

일정한 표준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해결할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석 

자나 전문가가 문제에 적합한 형태로 정의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보유한 공간 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충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자나름 

대로 일반적 개념 계충도를 정의하였다. 또， 공간 

관계에 대한 개념 계충도 역시 사례 분석을 위해 

연구자 니름대로 정의하였는데， 분석을 보다 단순 

〈표 6) 일반적 개넘 계층도 

수활 저I 

의료기관 | 문화시설 복지시설 

국립 병원 

본류 
자연 종합 

환승역 
보건소 

2 I 
지천 

근린 단과 
일반역 8 

종합병원 
체육 전문 

호선 
치과병원 

묘지 한방병원 

〈그림 2) 위상 관계에 대한 개념 계층도11) 

intersects 
9_closeJo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 
혹은 면 공간 객체가 동 경계내에 

포함되거나 경계와 교차하는 경우 

adjact_to 
9_closeJo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선 혹은 
먼 공간 객체가 동 경계내에 포함되거나 경 
계와 교차하지 않으면서， 동 경계로부터 

500mOl내 거리에 있을때 

종합복지시설 

미술관 노인관련시설 

공연장 장애인관련시설 

박물관 여성관련시설 

영화관 청소년관련시설 

체육센터 영육아시설 

도서관 부랑인시설 

상담소 

Contains 
9_closeJo 조건을 만족 
시키는점 공간객체가동 

경계내에 포함되는 경우 

11) 서울시에 있는 동들의 평균 면적은 약 1.2뼈이다. 따라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동의 형태가 정사각형이라고 가정하면 각 동의 한 
변의 길이는 l.08km가 된다. 이에 본 분석 에서는 한 변의 약 절반인 500m를 i5-Close_to라는 조건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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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 단지 위상 관계에 대한 개념 계충도만 

을정의하였다. 일반적 개념 계충도와위상관계에 

대한 개념 계충도는 각각 표6， 그림2와 같다. 

지지도 50%를 충족시키며 일반 개념 계충도의 수 

준 1에 해당하는 수준 1 Large-l-pædicates를 다시 

각 군집 별로 추출하였다. 또， 수준 1 Large-l

pædicates 집합을 기반으로 최소 지지도 30%를 만 

족시키며 일반 개념 계충도의 수준 2에 해당핸 

수준 2 Large-l-pædicates를 각 군집 별로 추출하 

였다. 다음으로， 군집별로 추출된 Large-l

predicates 집합의 합집합을 구하여 각 동이 이 합집 

합의 조건을 만족시키는가에 따라 참/거짓 형태의 

변수를 추출하였으며， Koperski 둥의 알고리즘에 

공간적 연관 규칙을 발견하는 과정은 먼저 위상 

관계에 대한 개념 계충도의 최상위 조건 

8-Close_to를 만족시키는 Coarse Predicates를 찾 

는 것으로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 지지도 

60%와 g_Close_to 조건을 만족시 키는 Coarse 

Pædicates을 각 군집 별로 추출한 뒤， 이를 토대로 

위상 관계에 대한 개념 계충도의 하위 조건과 최소 

〈표 7) 수준 1에서 발건된 공간적 언관 규칙 

군집 
최소 규 발착검수휩 규칙(;;함정도， 신뢰도) 
선뢰또 

28*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공원， 대학교， 지하철역， 지하철노선이 있으면， 
군집 1이다.(185:35.4%， 0.281) 

2 45*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있으며 강과 동이 교차하면， 
군집 2이다.(165:31.6%， 0.461) 

1)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하칠노선과 문화시설이 있으면， 
군집 301다.(168:32.2%， 0.083) 

3 7 10 
2)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하철역， 지하칠노선， 문화시설이 있으면， 
군집 301다.(159: 30.5%, 0.082) 

3) 동이 지하철노선과 교차하고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문화시설이 있으면， 
군집 301다.(170:32.6%， 0.082) 

4 24*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하철역，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지하철노선이 있으면， 
군집 401다.(175:33.5%， 0.246) 

5 20*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공원， 지하철역이 있으며 동이 공원과 교차하면， 군집 501 
다.(202:38.7%. 0.208) 

*: 30%의 최소 포함 정도와 표4의 최소 신뢰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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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수준 2에서 발견된 공간적 언관 규칙 

군잖 산 효흘taIt도 발규견칙된수 퓨칙(포합정도， 선뢰도} 

35*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일반 지하철역과 근린공원， 병원이 있다먼， 
군집 101다.(157:30.1%， 0.35) 

2 47*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종합병원이 있다면， 군집 201다.(167:32.0%， 0.473) 

3 7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영화관이 있다먼， 군집 301다.(135:25.9%， 0.081) 

4 22*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환승 지하철역이 있다먼， 군집 4이다.(136:26.1%， 0.228) 

5 23*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근린공원이 있고 동이 근린공원과 교차하면， 
군집 5이다.(197:37.7%， 0.239) 

*: 25%의 최소 포함 정도와 표4의 최소 신뢰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따라 수준별 Large-l-predicates 집합 각각에 Apriori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견된 

연관 규칙은 표7， 표8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4) 분석 결과 해석 

일련의 분석을 토대로， 발견된 패턴에 대해 해석 

및 평가하였다. 먼저， 서울시 노령인구의 공간적 

분포 패턴은 노령화가 일정 수준 이상 진척된 군집 

3 .4. 1어 대부분 강북 지역에 분포하며， 또 강남 

지역의 경우 과거부터 부도심의 역할을 했던 여의 

도와 영풍포구 일대에 이들 군집 지역이 위치하는 

것을 볼 때， 서울시의 노령화는 도심 지역 혹은 중 

심 업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한편， 군집 2와 5는 모두 노령인구 비율이 

서울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저(低) 노령화 

지구’이다. 이들 군집 2와 5는 노령화 지표들의 펑 

균 값에서 o}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군집 2 지역이 군집 5 지역보다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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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집 5 지 역은 

75셰 이상후기 노령충의 비중이 높고 여성 노령인 

구의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앞으로 

노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군집 지역들의 지도상분포를그림1 

을 통해 확인해 보면 서울시 노령인구의 분포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양상을 띠며， 

특히 도심으로부터 남서 혹은 남동 방향으로 멀어 

져 갈수록 노령화 정도가 미약해지는 패턴을 땀을 

알수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서울시 노령인구 분포 패턴은 어 

떠한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 

기 위해 연관 규칙을 발견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 

들을 표5-8에 정리하였다. 표5의 비공간적 연관 

규칙에서 노령화에 따른 각 군집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요소는 65세 이상고령자부부가구비율이며， 

다음으로 연관성이 높은 요소는 65세 이상 고령자 

단독가구 비율임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구와 단독가구 비율이 노령화에 따른 군집 

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 

이긴 하지만， 서울시 노령화가 단순히 수나 비율의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조의 변화， 특 

히 노령자 부부가구와 단독기구의 증가 현상과 동 

반하여 일어나며 이런 변화가 보다 두드러진 지역 

이 서울의 도심임을보여준다는점에서 의미가있 

다. 고령자 부부가구 단독가구 비율 외에 노령화 

에 따른 군집과 연관성이 높은 요소로 100언당 승 

용짜， IT산업 종사자 비율， 문함f업 종사자 비 

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 집단시설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 비율， 생산자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장애인 

비율，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둥이 있었다. 이 중 IT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군집 1 .4와 생산 

자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군집 2와，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군집 5와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 ， 3차 산업 인 

구비의 증가가 인구 노령화를 촉진시킨다는 거시 

적 관점의 견해가 산업 구조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 

1어인당 숭용차수가 높음은 군집 3'5와 낮음은 

군집 1과， 장애인 비율과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이 

낮음은 군집 5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한 지역의 경제적 수준과 인구 노령화 사 

이의 관계가 단순하게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공간적 연관규칙이 정리된표7과표8을통해，노 

령화 수준이 가장 낮은 군집 5는 주로 공원과의 인 

접성과 높은 연관 관계를 이루며， 군집 4는 강 및 

의료 기관과의 인접성과 높은 연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평균 노령화 지역에 해당하는 군집 

1은 공원 · 대학교 · 지하철노선 · 병원과의 인접성 

과 관련되어 있으며， 군집 4와 3은 사회복지시설 

· 문화시설 · 의료기관 · 지하철노선 둥이 인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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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 

련의 공간 연관 규칙들은 노령화가 비교적 덜 진행 

된 지역일수록 공원 · 강과 같은 자연 환경 요소와 

더 많이 관련되어 있으며， 노령화 수준이 높은 지 

역일수록 의료 · 교육 · 문화 시설과의 인접성과 

더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 및 인문 

환경 요소와 인구 노령화 사이의 관계를 위의 규칙 

들만을 보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왜 서울의 노 

령인구가 도심에 더 많이 분포히는가에 대한 새로 

운 가설을 세워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위의 규칙들을 볼 때 노인들이 기존 시설로의 접근 

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도시의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기 보다는 도심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노령인구의 도심 집중 

현상은 대부분 인구의 사회적 이동과 노인인구의 

이동 능력 감소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구의 분포란 

단순히 몇 가지 요인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현상 

이 아니므로， 노인인구가 선호하는 거주 지역의 요 

건 둥도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IV.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에 대한 
평가 

1. 공간 데이터 마이닝의 효용성 

1 ) 공간적 관계 분석 

공간 데이터 마이닝의 최대 효용은 공간 객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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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여러 다른 속성 데이터와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점이다. 대부분의 지리적 현상들은현상 

그 자체의 속성뿐만 아니라다른 공간 현상이나 공 

간 객체와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지리적 현상의 특징을 지리학자라면 누구나 인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공간 현상의 

관계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거리를 제외한 

다른 공간 요소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기 

존의 이런 제약을 생각해 볼 때， 공간 데이터 마이 

닝은 Neighborhood Graph, Neighborhood Path, 

공간 관계에 대한 개념 계충도 둥의 수단을 통해 

공간 데이터들의 관계를 기본적인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간 분석의 원래 목적을 향해 한 

걸음더나아간방법이라볼수있겠다. 

2) 새로운 가설의 탐색 

오늘날 각종 기술의 발달로 공간 데이터는 그 양 

이 풍부해쳤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 

으며， 이는 지리학에서 이전에 다루지 않았거나 데 

이터의 제약으로 분석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어떤 현상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된다 할지 

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현상의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유연한 가설이나 원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할 수 있다(Estivill-Castro 둥， 2(01). 공간 데 

이터 마이닝 방법론은 대용량 공간 데이터 내에 숨 

어 있는 보다 새로운 패턴을 발견해냄으로써， 공간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지리적 연구 공간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는 

긍정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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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차원 데이터 간의 의존성 분석 

공간 데이터의 대표적 특성을 한 단어로 요약한 

다면 ’다차원성’이라 할 수 있다. 공간 데이터의 ’다 

차원성’은 지리학 전반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다차원이라는 특성이 대부분 축 

소되고 만다. 이것은 공간적 관계를 포함한 데이터 

의 각 차원을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원들 간 

의 상호작용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2 

차원의 좌표 상에서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기 

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간 데이터 마 

이닝에 대한최근의 연구들은이러한기존의 한계 

점이 서서히 극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대표적 

인 사례가 2ω0년 Murray의 연구로， 이 연구는 공 

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을 이용할 경우 공간 데이터 

의 공간 차원과 다른 많은 차원 사이에 존재하는 

의존성을분석해낼 수 있음을보여준다. 

4) 의사결정지원 

오늘날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구축하고 있는 행 

정구역 단위의 데이터들에 공간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할 경우， 노인 복지시설 배분， 교통 사고 다발 

지에 대한 대책 마련 둥과 같은 행정적 의사결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 국토 

개발이나 산업 입지 결정 둥 특정 목적에 가장 적 

합한 이상 지역을 찾아야 하고 이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많으며 각 요소들의 중요도가 서로 

비슷할 때에도，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을 이용하 

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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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통계적 지식이나 데 

이터 마이닝 방법에 대한 o}무런지식이 없는사람 

도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와 달리， 일반 데이터 마 

1 ) 지리적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 요구 이닝이나 공간 데이터 마이닝의 사용자는 적용하 

고자딴분야에 대한배경 지식은물론이고분석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의 가장 큰 약점으로 데이터의 속성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지식을보 

지적받는 것이 결과 해석이 어렵다는 점이며， 이는 유하고 있어야만 한다(지원철 · 김민용， 1998). 

공간데이터 마이닝에도그대로적용된다.혼히 데 

이터 마이닝과 함께 사용되는 ’지식 발견 

(Knowledge Discovery)’이라는 용어는 마치 데이 

터 마이닝 도구들이 자동으로 실행 가능한 지식을 

발견해주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데이터 

마이닝은 최종 사용자들이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 

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지， 발견된 패턴 

의 타당성이나 가치를 판단해주지는 못한다(지원 

철 외， 1998). 따라서 공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지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분석7-f는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 그자체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해결하고자하는문제 전반에 대한지식 및 지리학 

과 공간 분석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 

어야만한다. 

3)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의존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서 마이닝 알고리즘을 적 

용하는 단계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 바로 데이터 

준비이다. 대부분의 데이터 준비 과정은 서로 다른 

출처를 가지는 여러 데이터들을 일관된 형태로 통 

합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이라는 특성을 띠며 대 

개 전체 지식 발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 

력이 요구된다(Reinartz ， 1999). 따라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 준비 전략에 대해 많이 논의되는 

데， 보면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방법은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 

닝을 하는 것이다.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기반 

으로 한 데이터 마이닝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 

2)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전문가 필요 만 시간 · 자원 · 인력 · 금전적 측면에서 적지 않 

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간 데이터 마이 

일반적 데이터 마이닝 방법과 마찬가지로， 공간 닝을 분석 도구로 채돼하는 데 있어 커다란 제약 

데이터 마이닝 방법이 가지는또하나의 한계점은 사항이 된다. 

공간 데이터 처리 및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일 

반적 데이터 마이닝을 ’주어진 자료로부터 숨겨진 4) 알고리즘 상의 한계 

지식을 지동으로 발견해 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최대우 외， 1998), 이런 데이터 마지막으로，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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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들이 가지는 세부 문제들이 있다. 즉， 공 

간적 자기상관이나 가변적 공간 단위의 문제와 같 

은 공간 데이터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플은 이를 모텔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들은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공 

간 객체들이 이루고 있는 공간적 관계를 변수의 형 

태로 추출해내고， 이 공간적 변수를 비공간적 변수 

와 동일하게 다룸으로써 공간 데이터 마이닝을 수 

행한다. 현재의 이런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공간 

적 이웃 관계를 반영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근본적 

으로는 공간 데이터 마이닝 모댈 자체 내에서 공간 

적 요소를 다루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는 현 시 

점이 논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으로， 앞으로 공간 분석 분야에서 공간 데이터 마 

이닝에 대해 보다 활발한 연구 활동올 펼친다면 조 

금씩 이 한계점 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대용량 공간 데이 

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으며 01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간 데 

이터 마이닝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헌 연구 

를통해 데이터베이스분야와공간분석 분야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간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과 분석 

과정， 실제 분석 방법들을 정리하였으며， 인구 센 

서스 데이터에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을 실제 적 

용해 봄으로써 지리학 분야에서 이 방법론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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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용성과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연 

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연구는 이제 데 

이터베이스 분야를 넘어서 공간 분석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분야 

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들 

이 대용량 데이터 처리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공간적 의존성과 이질성， 

시간 데이터와의 밀접한 연관성， 가변적 공간 단위 

의 문제 둥과같은공간 데이터의 고유특성을분 

석 모델 자체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공간 통계， 공간 분석 모 

델을 공간 데이터 마이닝 도구로 개선하고자 동}는 

웅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G때과 같은 자동화된 

탐색적 공간 분석 기법들을 공간 데이터 마이닝 도 

구로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간 분석 도구들은 확중적 통계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의 다차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많은 제약이 

었다. 따라서 앞으로 기폰 분석 방법들의 연산 과 

정을 얼마나 최적화하느냐에 따라， 공간 데이터 마 

이닝으로의 발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울시 노령인구의 지리적 분포를 사례 분 

석 주제로 하여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을 실제 

지리적 문제에 적용해 보았다. 사례 분석에서는군 

집 분석， 연관 규칙 발견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분 

석 결과 서울시 노령인구는 도섬에 집중 분포하고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노령화 정도 

가 약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이러한 공간적 분포 패턴이 6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구와 단독가구 비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도시의 노령화가 

고령자의 핵가족화라는 가족 구조 변화와 함께 일 



어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 

노령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서울시 지역은 문화 · 

의료 · 교육시설 둥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반면， 노 

령화 정도가 미약한 지역은 공원 · 강둥과같은자 

연 환경과 높은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존 시설로의 

접근성이 서울시 노령인구의 분포에 영향을 끼치 

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상정해보 

았다. 

마지막으로， 공간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문헌 연 

구와 실제 사례 분석을 토대로， 공간 데이터 마이 

닝 방법론이 지리학에서 가지는효용성과한계점 

을 정리하였다. 공간 데이터 마이닝이 지리적 연구 

에서 가지는 효용성은 공간적 관계를 직접 분석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대용량 데이터 

에 내재해 있는 새로운 가설들을 탐색해 볼 수 있 

으며， 다차원 데이터들 간의 의존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용성과 함께， 개발 초기 단 

계의 방법이 가지는 몇 가지 한계점도 있었다. 먼 

저， 공간 데이터 마이닝은 지리학과 공간 분석 분 

야에 대한전문적 지식을토대로하며 일반적 데이 

터 마이닝 방법 뿐만 아니라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및 데이터 처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요구한다. 또 

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를 위해 공간 데이터 웨어 

하우스에 의존하며， 아직 개발의 초기 단계이기 때 

문에 알고리즘들이 공간 데이터 마이닝 방법이 갖 

추어야 할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 

제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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