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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GIS서비스와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인구밀도변 
제작에 관한 연구 

안재성 

“A study on generating Population Density Surfaces using 
Digita1 Base Maps under Internet GIS environment" 

An , Jae Seong 

요약 : 이 연구에서는 수치지형도와 인터넷GIS서비스를 활용하여， GIS 자료모형으로 표현되는 인구밀도면올 제 

작하고 제공하는 방안올 마련하였다. 인구밀도면 제작방안은 수치지형도가 제공하는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센서스 

자료의 분해 (disaggregation) 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센서스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와 수치지형도자료가 담고 있는 

건물유형별 정보를 통합하는 방법이다. 

인구 밀도면의 특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센서스 단위로 집계되어 있는 자료와 인구 밀도면으로 추정된 자료를 

비교하여 오차의 특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상력과 매개변수에 따른 인구 밀도면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수치고도모형에 사용되던 가시화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구 밀도면 자료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웹 기반기술을 활용한 인구 밀도면 자료 서비스시스 

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는 웹 기반 기술과 GIS시스템 개발기술을 근거로， 컴포넌트GIS 구조를 갖고 자바애 

플릿으로 구성된 오브젝트 웹 (0비ect web)단계의 서비스시스댐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s to generate PDS(Population Density S따face) data, aS5(깅ated with socio-

economic data derived from census under GIS Intemet environment. 

The meth여 focused on maxirni깅ng application of spati려 information and disaggrega마19 of census data is 

developed. PDS data is suppo뼈 to ∞mbine contents of census data with Digi때 Base Map drawn from each 

type of b비lding en디ties. For the purpose of catching up the characteristic and tolerating Mean Absolute Error in 

PDS it is required to αmpare actual census data value to the value estimated from PDS. And the study to 

describe the feature of visualization method that used to DEM and the variation of PDS according to the 

bandwidth and res이ltion is inc1uded. 

PDS service system is designed and irnplemented to facilitate PDS. PDS service system is 0비ect-oriented web 

ba않d GIS service system organized by ]AVA applet based on the GIS systern-developing technolc핑y. 

제 1 장 서 론 or G∞graphic Infonnation Systems: 이 하 GIS) 

웅용연구에서 자료취득(data acq띠Sl디on)은 시간 

1. 연구배경 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작업이다. 따라서， 소 

기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지리정보과학(Geographic Infoπnation Science 방안의 모색은 GIS분야의 중요한 연구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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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IS연구동향에서 나타나는 특정 가운데 요하다. 이러한 자료제작 과정은 각 국가별로 수 

하나는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의 제작과 제공이다 치화되어 있는 공간자료와 속성자료의 특성과 밀 

(Morris, 1997). 대학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네 

트워크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을 

구현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시스댐은 일반 수치 

지형도(때떠1 base map)에서부터 멀티미디어자료 

접한 관련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치지 

형도(digi떠1 base map)와 센서스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두 종류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형지물을 표 

현하는 수치지형도자료와 사회-경제적 현상을 표 

현하는 센서스자료를 통합할 수 있다. 또한， 센서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스자료와 같은 합산(aggregate) 된 자료를 분해 

사회-경제적 현상을 다루는 GIS의 웅용분야에 (disaggregate) 하는 방법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서도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GIS의 웅용연구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방안의 특정은 주거 

에서 사회-경제적 현상을 다루는 연구가 늘어나는 지 건물유형별 정보를 이용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경향과 함께 GIS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 합산되어 있는 센서스자료를 건물단위로까지 분해 

경제적 자료들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한 후 격자단위로 인구추정값을 산출하는데 있다.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 

(Bracken and Martin, 198, 1991, 1996; Gatrell, 

1994; Lanford and Unwin, 1994) 에서， 사회-경제적 

자료를 GIS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모형 (data 

m여el)으로 변형( transforma디on)하는 방법이 중요 

한 연구과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그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한 GIS환경을 구축하는 

방안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환경 

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자료를 손쉽게 제공받 

을 수 있게 해주면서 자료의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상에서 GIS연산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시스댐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치지형도자료와 센서스 

자료를 통합하여 인구밀도변자료를 제작할 수 있 

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자료제작은 사회-경제적 현상을 분석하려는 

GIS웅용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GIS의 응용연구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사용목 

적에 맞는 자료를 제작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 

또한， 이 연구는 인터넷환경에서 사회-경제적 

자료를 제작.제공하는 서비스시스댐을 구현하여 

앞서 제안한 통합방안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일반 

사용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시스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자료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댐은 기존의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구별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이미 가 

공되어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라， GIS 

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잡은 자료제작 기능과 자 

료제공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 

정은 사회-경제적 자료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서비 

스시스렘을 실제로 구현해야만 확인해 볼 수 었 

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사회-경 

제적 자료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여타의 시스댐 개 

발방향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자료원과 시스템개발 환경 

이 연구에서는 부산을 대상으로 하는 1:5뼈 수 

치 지 형 도(digi떠1 base map) 46개 도엽 , 19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부산 통계연보를 사용한 

다. 수치지형도는 1995년도에 작성한 것이다 1) 

또한 이 연구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JDK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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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Kit) 1.1.5 (Sun, 1997) 버 전을 사용해 

서 개발하였다. 자료저장 서버로 사용하는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 로는 오라 

클 (ORACLE) (Advanced Information Systems, 

Inc., et a1., 1996)을 사용하였다. 오라클과 자바 애 

플릿 (Applet) 을 연결하기 위한 ]DBC (Java Data 

Base Connectivity) 드라이 버 (driver) 는 오라클의 

SQL*NET를 이용하는 씬 드라이버( thin driver) 

1.1을 사용하였다. 

제 2 장 인구관련 수치자료의 처리와 제공의 
현황과문제점 

1. 인구분포의모형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관련 자료들은 읍-면-동이 

나 시-군-구와 같이 합산된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인구관련 수치자료가 갖는 공간 해상력은 행정구 

역의 크기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해상력은 

인구 분포를 표현하는데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결 

과를 보여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경계내의 인구 

분포를 추정해 내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세한 공간 

해상력을 갖는 인구 분포를 추정하고 있다. 보통， 

추정 방법은 면보간법과 표면모형화를 이용하는 

두 가지 접근법 이 있다(NCGIA， 1996: 28). 면보 

간법은 주로 행정구역 경계가 변하는 경우에 새로 

운 행정구역값을 추정하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표 

면모형화 방법은 행정 구역내의 인구 밀도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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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표현한다. 이 방법은 새로운 구역 (wne) 에 

해당하는 속성값을 추정한다는 측면에서 면보간 

법의 특별한 경우(special case)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 면보간법 

면보간법은 일정한 모양을 갖는 구역에 할당된 

값으로 동일한 지역에서 다른 모양으로 변형된 구 

역값을 추정해내는 방법이다(Goodchild et a1.. 

1993; 384). 이때， 처음의 값을 갖는 구역을 원구 

역 (source wne) 이 라고 하고， 새 롭게 추정 된 값을 

갖는 구역을 대상구역 (target zone) 이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변형과정에서 추가되는 부가적인 정보 

를 답고 있는 구역 을 조정 구역 (control wne) 이 라 

고한다. 

지금까지 면보간법으로 수많은 통계적 기법2) 지 

도학적 방법 은 source wne 위 에 target wne을 중 

첩하여 겹쳐지는 면적을 고려하여 떠rget wne의 

인구값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때， source wne의 

인구와 target wne의 인구가 등질적이라고 가정하 

기도 하고， dasymetric map을 이용하여 지역내의 

변화를 고려하기도 한다. 회귀 방법은 target wnε 

과 관련된 변수들(예: 토지이용)을 사용하여 가장 

적절한 선형회귀식을 도출하여 인구값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인구 관련 자료는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되어 있 

다. 그리고， 일정한 모양의 폴리곤이 갖는 속성값 

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행정구역 경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번하게 변한다. 또한， 행정구역 경 

계가 갖는 모양이 다른 자료원이 갖는 공간단위의 

모양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1) 수치지형도는 1995년 8월에서 1996년까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제작한 것이다. 항공사진는 1994년도에 촬영했으나， 현장 
지리조사를 1995년 11월에서 1995년 12월까지 실시하여 누락된 정보와 잠못된 정보를 보정하였다. 

2) 대표적인 면보간법으로는 지도학적 방법 (cartographic method)과 회해 방법 (regr짧on method) 가 있다. 지도학적 방법 

은 source zone과 target zone 두 가지 정보만 필요히고， 회귀 방법은 controld zone 정보도 필요하다. 
지도학적 방법은 source zone 위에 target zone을 중첩하여겹쳐지는 면적을 고려하여 target zone 의 인구값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때， source zone의 인구와 target zone의 인구가 동질적이라고 가정라기도 하고， dasymetric map을 이용하 
여 지역내의 변화를 고려하기도 한다. 회귀방법은 target zone과 관련된 변수들(예 : 토지이용)을 사용하녀 가장 적절한 
선형회귀식을 도출하여 인구값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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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각각의 레이어에서 나타나는 구역의 크기와 

모양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 면보간법을 사용한다. 

(2) 표면모형화 

인구분포를 모형형화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규 

칙적인 격자 위에 인구분포값을 할당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된 인구 값 

을 규칙적인 격자 위에 분해한다. 이때， 격자는 행 

정구역 경계 내에 존재해야 한다. 

표면모형으로 표현되는 자료는 GIS 시스템 내 

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자료원이다. 이 자료는 

GIS 시스템을 이용한 사회-경제적 연구의 기초자 

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 

라서， 표면모형으로 구축된 자료를 획득하거나 자 

료를 직접 생성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현상을 다 

W;;={ μ)?- 서 ~)ι 
={「 ÷l, d 〈 U!/ 일때， \ wj+ d~j J - (수식 2) 

o , d ij ~ U’I} 이고 a>l 힐 때 , 

(수식 -1) 에서 Pi는 i 번째 격자의 인구추정값이 

다. 그리고 Pj는 중심점에서의 인구이고， c는 전체 

중심점의 수이다.Wi는 i 번째 격자의 가중치이다. 

이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은 (수식 -2) 에 나타나 있 

다.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 j 가 중심점으로 

있는 격자의 폭을 나타내는 ψij와 중심점과 격자 

의 중심간의 거려를 나타내는 따를 구해야 한다. 

또한 a는 분포패턴을 결정짓는 변수인데 려phaa가 

증가할수록 격자에 할당하는 가중치가 증가하게 

된다. 

(나) 커널추정법 

루는 GIS 웅용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다. 다 추정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커널추 

음에는 표면 모형으로 인구분포를 모형화하는 대 정법이 있다. 커널추정법은 커널(kemeI)이라는 이 

표적인 방법인 인구밀도면모형 (pop띠ation surfaæ 항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한 평활추정값(smooth 

model) , pycnophylactic 면보간법3) 그리고， 커넬추 es파na디on)을 구한다(Sivennan， 1984: 2 -4) . 연구자가 

정법 (kemel estimation method)을 살펴본다. 임의의 지점에서 추정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선택 

(가) 인구밀도면모형 

Bracken 과 M따따(1989; 1991; 1996)은 영국의 

조사구(Enumeration District) 와 소지역통계 (Sma1l 

Area Statistics) 자료를 사용하여 인구밀도면 

(population density surface) 제 작기 법 을 제 안하였 

다. 인구밀도면은 인구밀도를 연속적인 확률분포 

면으로 가정하여 만든 연속면이다. 

인구밀도변은 중심값이 센서스구역의 인구값을 

대표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거리조락함수 

(dis빼æ decay func디on)를 사용하여 각 격자에 

해 당하는 값을 할당한다. 

Pj= 훌IP1κ 수식 1) 

된 지점을 중심으로 일정반경 (b와ldwidth)4)의 윈도 

우를 설정한다. 그리고， 윈도우안에 선택한 지점과 

다른 지점간의 근접성의 정도에 따라 추정값을 산 

출한다(수식 3).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추정값을 

이용하여 연속적인 밀도변을 제작할 수 있다. 

jr(S>= §옳( 1-촬f h , .. (수식 3) 

h j : 점간의 거리 (단.0< r) 

~: 선택펀 지점과 윈도우- 안의 정간 펀접성에 따쓴 가중치 
πr 

출처 Bailey and Gatrell, 1996 , p. 85 

지리학에서는 커널추정법을 범죄나 질병의 분포 

를 점으로 표현하고 이차원상에서 분포밀도로 추 

3) 인구밀도면모형과 PycnophyJactic 보간법을 면보간법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다루는 논문도 었다. 그러나， 두 방법이 단 
순히 모양과 크기가 달라진 구역값을 추정하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GIS 시스댐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모형으로 변 
형하는 기법이라는 측면에서 NCGIA(l996) 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표면모형의 범주로 분류하도록 한다. 

4) 커널 추정법은 이러한 일정 반경을 배개변수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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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내는 기법으로 사용해 왔다. Brun려on(1991 

Gatre1l, 1994에서 재인용)은 범죄다발지역을 찾 

아내기 위하여 가구당 범죄자료를 삼차원으로 표 

현하여 범죄발생 밀도변을 제작하였다. Diggle 

(1990 Marion, 1995에서 재인용)은 소각장 주변 

에 후두암환자가 모여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 

에서 후두암환자에 대별되는 대조군으로 폐합환자 

를 선정한 후， 폐암환자와 후두암환자를 나타내는 

불연속적인 데이터의 분포를 커널추정법을 이용하 

여 연속면으로 제작하고 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러한 커널추정법을 인구의 분포패턴을 표현하 

는 방법으로 사용한 예로는 Gatrell (1994)의 연구 

가 있다. Gatrell은 우편번호로 표현하는 공간정보 

들을 사용하여 질병의 분포유형을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한 추정값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주소를 참조 

地理學論議 第34號(1999. 8) , 1":23. 

다(NCGIA， 1996; 33-34). 

끄w* I 

[그 립 1] T。잉er의 pycnophylactic 면 보 감 법 

출처 : NCGIA, 1996, p. 33‘ 

(3) 표면모형의 특정 

표면모형으로 표현되는 인구분포는 GIS내에서 

하는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점으로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료모형을 갖는다. 자료모형은 

커널추정법으로 분포패턴을 표현하였다; Gatrell의 GIS를 이용한 분석 (analysis) , 모형화(mode바19) ， 

방법은 개별적인 가구단위의 공간해상력을 갖는 해석 (interpretation)과정을 결정한다( Goodchild et 

( 다) Pycnophylactic 면보간법 

Pycnophylactic 면보간법은 센서스구역내의 격자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구역내의 전체 인구값을 사 

용한다. 먼저， 각 행정구역내의 인구값을 구하고 

격자의 비율에 따라 동일한 인구값을 할당한다. 

그리고，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서 각 격자에 해당 

하는 값을 추정해 낸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1]에 

서 보는바와 같이 마치 진흙을 다루는 것과 같다. 

이 때， 각 행정구역내의 격자값의 총합은 반복계 

산을 수행하기 전의 값과 일치한다. 

Pycnophylactic 면보간법은 부가적인 정보가 없 

고， 단위 지역이 등질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GIS환경에서 사용하는 자료모형 중， 연속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인구가 매우 조밀하게 분포하는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모형은 

지역과 조방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 인접해 있는 수치고도모형 (DEM) 이다. 수치고도모형은 공간상 

경우에는 매우 가파른 변화를 보여주는 한계를 갖 에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변이를 표현하기 위한 규 

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정보를 칙적인 격자행렬이다(Burrough， 1986). 수치고도모 

사용하여 이상현상을 보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 형은 간단한 행렬로써 연속적인 공간사상을 표현 

공간정보를 사용하여 인구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l. 1992). 또한 자료모형은 현상을 가시화 

( visualization) 하는 틀을 구성 하고， 결정 하기도 한 

다(Buttenfield & Beard, 1994). 이 러 한 자료모형 의 

역할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GIS 

분석，흩력 

I그림 2] GIS 자료처리과정에서 자료모형의 역짧 

훌쩌: Martin, 1995,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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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GIS서비스와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인구밀도면 제작에 관한 연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IS환 

경에서 TIN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고도모형은 연속적인 현상을 표현하 

는 대표적인 자료모형으로서 인구분포에 대한 연 

속적인 확률 밀도면을 표현하기에 개념적으로 적 

합한 자료모형이다. 인구분포를 GIS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모형으로 변형하여 얻을 수 있는 장 

점은 다양하다. 

한 주제도가 제작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표면 

모형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원자료가 갖는 단위 

지역의 크기에 상관없이 수치고모형의 격자단위로 

다시 할당된다. 따라서， 인구분포를 표현하는 단위 

지역은 수치고도모형으로 표현되는 정방형의 격자 

가된다. 

첫째， 자세한 해상력을 갖는 격자를 보다 큰 해 2. 사회-경제적 수치자료의 제공 현황과 문제점 
상력을 갖는 격자로 재집계 (re-aggregation) 하기 

쉽다. 또한 격자단위를 가장 작은 공간 단위로 간 과거， 수치화된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수단은 컴 

주하기 때문에 MAUp!i)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퓨터의 외부저장매체에 의존했다. 외부저장매체로 

될 수 있다. 는 자기테이프. CD (Compact Di밟)， 플로피디스크 

둘째， 센서스 구역내의 인구분포를 가시화하는 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데 있어 주제도 보다 뛰어난 기능을 제공한다. 주 네트워크환경이 갖추어지면서， 온라인 (on-line)으 

제도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입력자료는 읍-면- 로 공간자료에 쉽게 접근하여. GIS에서 사용할 수 

동， 시-군-구와 같은 지역단위로 합산된 값으로 있는 자료로 가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지역단위 내에서는 인구가 다. 이런 환경에서. GIS사용자는 필요한 자료를 네 

골고루 분포한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이는， 산이 

나 강과 같은 비거주지역에도 인구가 거주하는 것 

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인구의 분포를 정확하게 표 

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표면모형 

을 사용하는 방법은 센서스구역내의 인구분포를 

추정하여 보다 사실적인 분포양상을 표현해 준다. 

셋째， 인구분포를 표현하는 공간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제도의 경우 일정한 지도영역 위 

에서 표현하는 단위지역의 크기가 넓은 경우에는 

인구의 분포 패턴에 대한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하 

지만， 단위지역의 크기가 좁아지는 경우에는 표현 

상의 제약이 따른다. 만약， 단위지역의 크기가 좁 

아진다면， 지역간 분포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 

체 주제도의 크기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D따ling 

1996). 따라서， 단위지역이 작은 경우에는， 대표값 

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거대 

트워크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를 통해서 획득된 자료는 GIS시스댐에 쉽게 통합 

될 수 있는 성격을 갖는다. 

인구관련 자료를 포함한 센서스자료의 경우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 

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웹이 급속하게 대중화되는 상황에서， 공간자료 사 

용자는 일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자료에 접근 

하여 손쉽게 원하는 자료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환경이 

갖춰지면 사용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손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사용자 

가 손쉽게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으로써， 자료의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현재까지， 위성이미지나 수치화된 지도자료를 

5) Openshaw (1 984) 에 따르면. MAUP(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는 공간 분석 과정에서 센서스 자료가 갖는 

지역 단위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원인은 지역 단위의 크기 (scale effect) 

와 지역 단위의 모양(zoning effect) 에 달려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가장 작은 공간 단위를 갖는 자료를 사용하고 연 

구자의 목적에 따라 공간 단위를 합산하는 방식은 MAUP를 피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있다. 

- 6 



제공하는 서비스시스댐은 다양하게 구축되어 왔으 

나， 사회-경제적 자료를 GIS의 자료모형으로 제공 

하는 서비스시스템 구현사례는 매우 드물다 6) 

제 3 장 인구밀도면자료 제작기법 

1. 수치지형도와 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인구밀도 
면자료제작 

센서스자료는 읍-면-동이나 시-군-구와 같은 지 

역단위로 집계되어 있다(통계청， 1991). 이와는 달 

리， 수치지형도의 경우에는 다양한 공간형상을 나 

타내는 자료가 구축되고 있다. 1995년 5월부터 시 

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구축사업 과정에서 

만든 수치지도의 경우에는 1 :5,000 축척을 갖추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는 1: 1，뻐 축척을 갖 

는 자료를 구축하기도 한다(국가{JIS위원회， 1996; 

김재영 외， 1996; 이종열 외， 1996).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공간자료를 전산화하는 

작업에 있어서 국가기본수치지형도나 지하시설물 

도와 같은 도형자료를 전산화하는 작업에만 집중 

되어 왔다 7) 이에 대해， GIS환경에 맞는 사회 · 경 

제적 자료를 구축해 온 사례는 전무한 상태이다. 

地理學論훌훌 第34號(1999. 8) , 1-23. 

댐 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센서스 자료와 수치지형도 자료 

가 갖는 자료의 특징을 고려하도록 한다. 먼저， 센 

서스 자료는 읍-변-동이나 시-군-구의 센서스 구 

역으로 집계되어 있다. 가장 작은 공간 단위는 

읍-면-동이다. 따라서， 읍-변-동 보다 작은 공간 

단위의 인구분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면모형으 

로 모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표면모형화 과 

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수치지형도 자료이 

다.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인구의 분포나 인구의 

거주에 관련된 공간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난 후， 표면모형을 모 

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구밀도면， 커널 추 

정 법， pycnophy1actic 면보간법 둥이 있다. 먼저， 인 

구밀도면과 pycnophylactic 면보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구분포가 둥질적이라고 가정하고 실제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만을 표현하는 아주 작은 크 

기의 센서스구역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성질을 

갖는 센서스 구역으로는 영국의 ED(Enumeration 

District) y. 미국의 Block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센서스구역 자료의 최소 단위는 읍-면-동 

이다. 이러한 지역단위는 면적이 넓어서 인구 거 

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또 

한， 수치지형도를 통해서는 인구거주지에 대한 폴 

이러한 자료환경은 GIS의 활용범위를 좁히는 결 리곤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두 종류의 자료 

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GIS의 웅용범위를 넓힌다 를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다. 

는 측면에서， GI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 · 경 

제적 자료를 제작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절실 

하다. 

(1) 표면모형 

인구분포를 표면모형으로 모형화하여 GIS시스 

이에 반해， 커널 추정법은 점으로 표현된 인구 

분포값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 

치지형도 상의 건물유형별 정보를 추출하고， 각각 

의 건물유형별 거주인구를 점으로 표현하는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아래에서 자세 

히 설명하도록 한다. 

6) Korte(1997 : 384-394)는 미국 내에서 지리자료를 제공하는 자료 제공자(GIS data suppliers)들을 조사한 바 있다. 그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전체 155 곳의 정부 기관이나 민간기업 중 사회-경제적 자료를 제공하는 곳은 여넓 곳에 불과 
하였다. 

7) 실제로 국가-GIS구축 사업 중 지리정보분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지형도수치지도화사업J，주제도수치지도화사업J，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사업」과 같은 지형 · 지물 자료를 수치화 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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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처리 

커널 추정법을 사용하여 인구밀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분포를 표현하는 점묘도를 제작 

하여야 한다. 점묘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치지 

형도 상의 거주지 유형별 건물사상을 추출한다.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지형지물 분류 코드표」 

(한국전산원. 1996) 에 의하면 지형도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물유형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건훌유형밟 훈류코드 

「→ 코프 r----------ij 형￡끊각 

4112 주텍 i 
피31 연립주택l 

i 4115 아파프 | 

[표 1]에서 보여주는 분류코드별 레이어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그림 3]에서 보여주는 수치지형 

도 구조화 편집기8)를 제작하여 건물사상을 나타내 

는 레이어를 추출하였다. 

[그림 3J 수지지형도 구조확편집기 

수치지형도 구조화 편집기를 이용하여 추출한 건 

물사상을 표현한 그림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자료의 전처리 과정에서 제작한 점묘도는 건물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인구분포를 표현한다. 이를 

위해서 주택의 종류별 가구원수를 구한다. 그리고， 

이를 건물의 종류별 폴리곤 수로 나눈다. 그리하 

여 각 폴리곤별 평균 가구원수를 구한다. 이런 방 

식으로 생성된 점묘도의 일부분을 확대한 것이 

[그림 5] 이다. 

[그립 4] 건옳 사상의 추훌 

[그훨 5] 절묘도의 생성 

(3) 자료제작 

점묘도로 나타나는 인구분포를 GIS의 자료모형 

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커널추정 

법을 사용한다. 커널추정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인 

구분포자료는 수치고도모형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의 제작단계에서부터 수치고도 

모형에 기반한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연구자는 수치고도모형의 해상력을 결정 

한다. 그리고 나서 전체 연구지역을 연구자가 정 

한 해상력을 갖는 격자로 분해한다. 연구지역을 

격자단위로 분해하고 나면， 각 격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반경 (bandwidth)을 매개변수로 

8) 수치지형도 구조화 면집기는 수치지형도부터 필요한 레이어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ML (Arc Macro Language)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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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커널추정법을 수행하고， 이 값을 각 격자가 

갖는 값으로 할당한다.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 [그림 6J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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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커낼 추정과 자료 모형의 변형 

[그림 6J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레이 

어가 [그림 7J 의 b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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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그림 7J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밀도면은 단 

계구분도를 통해서 상실되는 행정구역내의 인구분 

포에 대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수치지형 

도자료에서 건물유형별 분포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는 인 

구밀도면을 만들기 전 단계의 점묘도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점묘도는 그 자체로도 인구의 분포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을 갖는다. 그러나， 수 

만개의 점으로 표현될 때나 단위지역의 크기가 매 

우 작을 때에는 점의 분포가 어떠한 양상으로 표 

현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Backen， 1994 81) . 물 

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면에 표현 

을 할 수도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 

7J의 b와 같이， 커널추정법을 이용해서 단위 지역 

내에서 점이 발생할 확률밀도값으로 표현할 수 있 

다. 이는 인구분포를 확률밀도값으로 표현한다. 이 

런 성질로 인해， 이 연구에서 제작한 자료를 인구 

‘!..___ 0_"'5 
~양~* 

b. 인구밀도면 

[그링 7] 인구밀도면의 생성 

[그림 7]에서 나타나는 레이어는 수치고도모형 

의 해상력은 100 m, 매개변수값은 200 m을 사용 

하여 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단계구분도로 표현 

되는 일반적인 방법과 비교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밀도변자료라 할 수 있다. 

만약， 커널추정법을 사용한 인구밀도면 제작과 

정에서 수치지형도 자료에서 제공하는 건물유형별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각 행정구역의 중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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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밖에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행정구역의 

기학학적인 중심점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걸 

로 가정하게 된다. 이는 정확한 인구 분포를 표현 

하는데 제약조건이 된다. 

2. 자료의특징 

(1) 속성값의 특징 

인구밀도면자료를 실제의 웅용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과값이 갖는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먼저 각 구/동별 인구밀도값과 실 

제 센서스 값을 비교한 평균절대오차(MAE 

M없n Absolute Error)9) 값을 살펴보았다. 

[그림 8]을 살펴보면 오차의 크기는 매개변수 

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불규칙적인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하지만 해상력이 증가할수록 각 매개변 

수별 오차의 크기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MAE 
는 인구밀도면을 생성하는 여타의 방법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값이다. 

10 20 30 40 50 60 70 60 90 100 110120130 140150 160 170 160 190 200 
r.‘이utlon(m} 

--200 ‘ -300 400 __ -- -- 500 

[그휩 8) 뼈상혁얘 따혼 오자의 변확(구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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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그림 9} 빼상혁예 따혼 오자의 변화(동톨) 

의 오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오차의 변화는 

매개변수의 변화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 

고， 전체적인 오차의 변화 양상은 규칙적이지 않 

고 매우 불규칙적으로 변화고 있다. 격자의 해상 

력을 증가할수록， 오차는 증가하지만， 격자의 해상 

력 이 5Om, 8Om, 100m, 130m 170m, 190m로 변화는 

지점에서는 오차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실 

제의 응용 연구에서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성질에 유념해야 한다. 

(2) 표현상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널추정법을 이용하 

여 제작한 인구밀도변자료는 GI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모형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GIS에서 제 

공하는 다양한 가시화기법을 사용하여 인구의 분 

포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수치고도모형으로 표 

현되는 자료모형은 격자의 해상력 차이에 따라 분 

포패턴이 달라지는 특정과 커널추정법에서 사용하 

는 매개변수(bandwidth) 에 따라 표현양상이 달라 

구별 자료를 이용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동 지는 특정을 갖는다. 여기에서는 인구밀도면이 가 

별 자료에 대한 오차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 [그 지는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림 9] 이다. 인구밀도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의 범 

[그림 8]과 [그림 9]에서는 격자의 해상력을 위와 수치고도모형으로 표현할 격자의 크기에 유 

10m에서부터 200m까지 10m단위로 증가시켰을 때 의해야 한다. 특히， 인구밀도면을 제작할 때 사용 

9) MAE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효 letl 
MAE=쭈쇼-

n 값의 개수 

e 각값이갖는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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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매개변수는 밀도면의 평활화(sm∞thing) 정 

도를 결정한다(Siverman， 1984 : 13-18). 즉， 커널 

추정법에 사용되는 매개변수의 값이 클수록 밀도 

면은 매우 평평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게 된 

다. [그림 10]은 커널추정법의 매개변수와 수치고 

도모형자료의 해상력에 따른 표현상의 변화를 보 

여준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개변수 

의 값을 100, 200, 300, 400, 500 (m)으로 변경하 

면 인구밀도면이 점점 평평하게 표현된다. 또한， 

수치고도모형의 해상력을 10, 30, 100 (m)으로 변 

경하면， 인구밀도면이 거칠 (coarse) 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구밀도면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 

개변수 값과 수치고도모형의 해상력을 적절하게 

설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구밀도면자료 

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질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인구밀도면은 GI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 

100 2어} 
책상i역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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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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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논리적인 구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방법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자료의 분포 패턴을 

표현하기 위해 효과적인 색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작업은 자료를 가시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수치 

고도모형 자료는 색의 연속적인 변화를 이용하여 

지형의 기복을 가시화해 왔다. 이 방법은 최대값 

을 표현하는 색과 최소값을 표현하는 색을 지정한 

후， 두 색 사이의 연속적인 변화로서 수치고도모 

형 자료의 각 격자가 표현하는 색을 지정하는 방 

식이다. [그림 l1 J은 인구밀도면자료를 표현하기 

위해 수치고도모형 자료에 사용해 온 색스키마를 

적용한 그림이다. 

음영기복도는 지형을 구성하는 단위변의 방향과 

북서쪽에 위치한 광원의 각도에 따콘 지면의 반사 

량을 추정한 값을 사용하여 제작된다. 음영기꽉도 

는 지형의 경사에서 추출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3 

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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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0] 째상혁과 DH개변수의 변화 

치고도모형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GIS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가시화도구를 적용하여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다. GIS에서 수치고도모형 자료에 적용해 

온 대표적인 가시화 방법은 색스키마( color 

schema)를 이용하는 방법과 음영기복도(shaded 

relief map)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색스키마는 색상， 명도， 채도를 이용하여 자료가 

[그림 12J는 수치고도모형으로 표현되는 인구밀도 

면자료를 음영기복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2J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영기복도는 인 

구밀도변자료에서 나타나는 인구분포의 변화 양상 

을 지형의 고저를 표현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표현 

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경관을 바라보듯이 인 

구분포패턴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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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2J 융엉거복도에 의현 가시화(단계구분도와 비교) 

3. 소결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구밀도면자료 제작기법 

은 센서스자료와 수치지형도자료를 통합하는 방식 

을 취한다. 즉， 행정구역단위로 합산되어 있는 자 

료를 분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정보로서 수치 

지형도에서 표현되는 건물유형별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구축되고 있는 수치지형도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지형 · 지물을 표현하는 자료원과 인문현상을 표현 

하는 자료원과 같은 이질적인 두 종류의 자료원을 

통합하는 특정을 갖는다. 따라서， 입력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적 현상의 분포를 표 

현하는 자료의 제작기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작기법으로 제작된 인구밀도면자료는 

다음과 같은 특정을 갖는다. 

첫째， 추정값과 센서스 단위로 집계된 값을 비 

교한 절대평균오차(MAE)는 매개변수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나타난다. 하지만 해상력이 증가할수록 

매개변수별 오차의 크기는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 

다. 오차의 특성은 인구밀도면을 제작하는 여타의 

방법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다. 

둘째， 수치고도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GIS의 가 

시화 기법들을 사용하여 인구분포패턴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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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할 수 있다. 인구밀도면자료는 수치고도모 

형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수치고도모형에 적용해 

온 색스키마와 음영기복도와 같은 가시화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색스키마를 통해서는 색의 연속 

적인 변화에 따라 인구분포밀도의 고저를 효과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음영기복도를 통해서 

는 경관을 바라보듯이， 인구분포패턴을 바라볼 수 

있다. 

地理學論議 第34號(1999.8) ， 1-23. 

면자료의 제작기능과 제공기능을 지원해 줄 필요 

가 있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현재의 웹 기반 

기술과 GIS시스탱 개발에 대한 기술적 현황을 파 

악하여 자료의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1) 인구밀도면자료의 제작과 제공 

현재，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셋째， 인구밀도면자료는 자세한 해상력을 갖는 시스템은 수치화된 지도나 위성이미지를 제공하는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구밀도 데 국한되어 왔다. 이러한 시스댐은 이미 제작되 

면자료 제작과정에서 만들어진 점묘도로도 인구분 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공간영역 선택， 확대 · 

포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개 

별적인 건물정보를 사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 만개의 점이 좁은 영역 위에 조밀하게 표현된 

다. 이런 점묘도로 인구분포패턴의 변화양상을 발 

견하기는 힘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거대한 영역에 점묘도를 그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비현실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인구밀도면자료는 점묘도로 나타나는 공간패턴을 

수치고도모형으로 재구성하여 표현된다. 따라서， 

인구밀도면자료가 표현하는 공간단위의 크기는 개 

별적인 건물크기가 아니라， 수치고도모형의 격자 

크기가 된다. 

넷째， 인구밀도면자료는 매개변수와 해상력에 

따라 자료의 표현양상이 달라친다. 인구밀도변은 

매개변수값이 커질수록 평평하게 나타나고， 해상 

력이 커질수록 거칠게 표현된다. 

제 4 장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템의 
설계와구현 

1.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템의 설계기준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댐은 인구밀도면자료 

의 제작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능적 측면에서는 인구밀도 

축소와 같은 단순한 자료조작(m때ip띠ation) 기능 

만을 갖는 특징을 갖는다. 

인구밀도면자료는 이미 제작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제작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인구밀도면자료를 제 

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은 자료의 특징에 부합하 

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먼저， 이 시스댐은 인구밀도면자료를 제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구밀 

도면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입력변수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대화식 

(interactive)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인구밀도면자료가 갖는 특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구밀도면자료 

는 GIS의 자료모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GI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가시화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인구밀도변자료는 GIS의 수 

치고도모형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수치고도모 

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시화도구들을 지원 

해 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셋째， 인구밀도면자료는 기존의 GIS시스템에 쉽 

게 통합할 수 있는 특정을 갖는다. 이를 위해， 기 

존의 GIS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파일포뱃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 

스템에 접근하여， 원하는 파일포뱃으로 자료를 제 

공받아서 기존의 GIS시스템 내에서 사용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GIS를 이용한 응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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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자료획득을 용이하게 해준다. 

(2) 웹 기반 기술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하는 시스댐 개발기법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웹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일반적인 웹기반기술의 발달 

현황은 기술의 종류에 따라 하이퍼텍스트 웹， 인 

터액티브 웹， 오브젝트 웹의 세 단계로 나윈다. 

먼저， 하이퍼텍스트 웹 (heypertext web) 단계는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을 이용한 

하이퍼링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문서와 문서， 

문서와 그림， 그림과 동영상 둥을 연결시키고， 이 

를 브라우정 (browsing) 할 수 있는 환경은 사용자 

에게 다양한 그래픽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 

지만， 하이퍼링크의 연결 구조는 정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인터액티브 하게 정보 

를 처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이퍼텍스트 웹 단계의 정적인 정보처리환경을 

극 복 하 기 위 하 여 CGI(Common Gateway 

Interfaæ)10) 기술이 동장한 단계가 인터액티브 웹 

(interactive web)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 

는 CGI를 통해서 서버 쪽 프로그램을 인터액티브 

하게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CGI는 매우 느리고 불안 

정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객체지향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자바가 등장하면서 자바 기반기술이 자 

연스럽게 CGI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오브젝트 웹 (φ~ect web) 단계는 객체지향기술 

과 분산컴퓨팅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 단계에 

서는 자바애플릿을 사용하거나 OMG(Object 

Management Group) 11)의 CORBA12
) 나 마이크로소 

스트( Microsoft)사의 DCOM13)과 같은 분산객체환 

경을 사용하기도 한다. 

(3) GIS시스탱 개발기술 : 컴포넌트 GIS 

기폰의 GIS시스댐은 패키지화된 제품으로 구성 

되어 있다. 패키지화된 상용 GIS시스햄은 여러 기 

능들을 하나의 시스댐구조 속에 통합시키는 특정 

이 있다. 이런 특정으로 인해， 상용GIS시스템이 갖 

는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은 많은 제약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려는 연구가 진행되 

기도 하였다. 개발자의 입장에서 상용GIS시스댐이 

갖는 기능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는 자체 개발언 

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외부시스댐과 결합 

(coupling) 하는 방식을 추구해 왔다. 자체 개발언 

어 로 는 Arc/lnfo의 AML 이 나 Arcview의 

A VENUE, MapInfo의 MapBasic 둥을 들 수 있다. 

자체 개발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 시스댐이 

제공하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æ) 

를 통하여 기능을 확장하는 매크로언어 수준이다. 

또한 외부 시스템과 결합하는 방식으로는 GIS시 

스댐과 통계시스템과의 결합방식을 연구하는 경향 

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시스댐이 구현된 

사례로는， XGobi와 ArcView센 SpaceStat 와 

ArcViewl5
) 결합 둥이 있다. 그런데 이런 시스댐 

결합 방식은 클로즈결합(c1ose coupling) , 루즈결합 

nαæ-coup뻐g)16l을 추구해 왔다. 이 방법은 시스 

10) CGr는 웹 서버와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시켜주는 인터페이스(inter훨ce) 표준이다. 

11) OMG(Object Management Group)은 분산 환경 하에서의 책체 지향 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연합체이다. 
12) CORBA (Common 0비ect Reque앉 Broker Architecture) 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상호운용성 (intero야ra버ity)을 구현 

하기 위해서 OMG에서 제시하는 구조이다. 

13) DCOM(Distributed Component Object Model)은 OMG의 CORBA에 대웅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정의한 분산객체모 
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DCOM을 구현한 윈도우즈 환경의 웅용 프로그랩이 나오지는 못했다. 

14) XGobi와 Arcview의 결합 모률은 아래의 URL에서 구할 수 있다. 

http://www.gis.ia앉ate.edulXGobi-A V2/homepage.html 
15) SpaceSt.at와 Arcview의 결합 모율은 아래의 URL에서 구할 수 있다. 

http://www.rri.wvu.eduls맹.cesta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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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결합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기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마련해 줄 수 있다. 

기능만을 사용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GIS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는 상용GIS시스템이 갖는 기능을 분류한 

후， 각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프리미티브함수 

(prUrútive nxnction)를 구성하고 이를 결합하여 새 

로운 기능을 부가하는 방법을 추구해 왔다. 대표 

적인 방법으로서， Albrecht ( 1995)는 기존의 상용 

GIS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GIS의 웅용분야 

의 모텔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역할에 따라 207}지 

의 범용연산자(univer잃1 operation) 로 분류하여 제 

시하였다. Albrehct의 방법은 범용연산자를 결합하 

거나 연결하여 GIS의 모델화기능을 확장하는 특 

정이 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몇몇 웅용분야에 

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지리학에서 제안되는 

광범위한 모델화 기법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 

계를 가진다. 

앞서 살펴본 바 같이， 상용GIS시스템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은 기존의 GIS시스댐이 갖는 기능 

에 기초를 둔 방법이다. 따라서， GIS시스댐이 갖는 

기능， 저장크기， 효율성 둥에 제약을 받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에 동장한 것이 컴포넌트17) GIS (Component GIS) 

개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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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템의 구조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댐의 구조는 앞에서 

살펴본 웹기반기술과 GIS시스템 개발기술의 경 

향을 수용하여， 오브젝트 웹 단계의 자바애플릿을 

기반으로 한 컴포넌트GIS 구조를 갖는다. 또한 이 

시스템이 사용하는 서버로는 상용DBMS인 Oracle 

을 사용한다. [그림 13]은 전체 시스탱구조이다. 

GUl 

「-펴픽 유저 E 터t!1101:三」 

| Ãr효일력 1"싫] 
}H~ 저|용 

자를의영엉과 
제공클래스 

자료쩌장셔버 

「 SQL딴二二그 

컴포넌트GIS 개발방식은 단일 시스댐으로 통합 [그립 13] 인구밀도면 자료 서비스시스햄 구조 

하던 기존의 개발방식을 벗어나서， 각각의 기능들 

을 독립적인 요소로 나눠서 개발하는 방식을 추구 (1)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다. 컴포넌트GIS는 기존의 상용GIS시스댐이 갖 GIS시스댐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사용자와 시 

는 구조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기 스댐간의 상호작용의 양식 (style) 에 따라 다섯 가 

능적 요구들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시스댐이 갖는 지로 구분할 수 있다. 

16) G∞d뻐d(1992)는 통계시스댐과 GIS시스템을 결합하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완전통합(뻐 integra디on) 방식 

은 GIS시스템 내에 공간통계프로시저를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상용GIS시스탱을 개발하는 회사(vendor) 의 
의지에 구현 여부가 달려 있다. 두 번째인 클로즈결합(close αupling) 방식은 GIS시스댐과 공간통계시스댐과의 결합 
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시스댐간을 이어 주기 위한 TcVTk와 갇은 스크립트 언 
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인 루즈결합(때se coup삐g)방식은 자료의 교환으로 두 시스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7) 컴포넌트 GIS의 컴포넌트는 천체를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이라는 구성적 의미와는 다른， 하나의 GIS 개발 패러다임으 
로서 GIS 시스템을 구성하는 GIS의 기능과 구현방식을 포괄하는 의미이다(캐드랜드， 19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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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메뉴 선택 (menu selection) 방식은 사용자 

가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리스트 중에 하나를 선 

택하는 방식이다. 메뉴는 텍스트나 아이콘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명령어를 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폼 입력 (form fill-in) 방식은 정해진 입 

력창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자 

료입력이나 자료질의 (query) 목적으로 많이 사용 

된다. 세 번째， 명령과 질의어 (comrnand and query 

language) 방식 은 가장 유연성 (fle잉ble) 이 높은 방 

식이나 그래픽정보가 중심이 되어 있는 GIS시스 

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 자연어 

(natural language) 방식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자연어를 사용하여 직접 GIS시스템과 상호작용하 

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으나， 기술상의 제약으로 구현에 어려움 

이 있다. 다섯째， 직접 조작(direct manipulation) 방 

식이 있다. 이 방식은 마우스와 같은 포인팅 장치 

(poin마19 deviæ)를 사용하여 아이콘과 같은 그래 

픽 표현물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 GIS 

시스템이 다루는 정보들의 대부분이 그래픽정보이 

기 때문에 이 방식은 GIS시스댐의 인터페이스 양 

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있어 

서는 위에서 제시된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지도상의 일정영역을 선택하기 위 

해서는 직접 조작 방식을 사용하고， 선택된 지역 

에 지명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폼 입력 방식을 선 

택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용자인터페이스 디자 

인방식을 수용하여 인구밀도변자료 서비스시스템 

은 크게 메뉴부분과 디스플레이부분으로 나뀐다. 

메뉴부분은 인구밀도변자료를 제작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 디스플레이부분은 공간 

정보를 표현하거나 인구밀도면자료를 가시화하는 

바애플릿으로 구현된 다양한 사용자인터페이스 환 

경에서 자료를 처리하고 원하는 자료포뱃으로 제 

공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사용자인터페이스 환경은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繼繼鐵靈繼繼驚繼驚關蠻繼
연lT웰 j있딴 짜X종 X‘iJ:l}ζξ λ1 .6.탤 

t그립 14] 안구필도면자료 서비스시스탱의 사용자인터뼈 Ol~ 

(2) 자료 저장 서버 

Oracle을 사용하는 자료저장 서버는 센서스자료 

와 같은 속성정보를 저장한다. 자료저장 서버와 

자바애플릿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jDBC (Java Data 

Base Connectivity) 를 사용한다. jDBC는 데이터베 

이스와 연결된 자바애플릿이나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 하 기 위 한 API (Applica tion Programming 

Interfaæ) 를 제공해 준다(Harnilton et 머.， 1997). 

]DBC에서 제공하는 API는 순수 자바언어로 쓰여 

진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자바애플릿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과정에서 

]DBC는 SQL(Structured Query Language)문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한다. 사용자는 jDBC를 

통해서 SQL문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오게 

된다. 

기능을 담당한다 ]DBC가 갖는 중요한 특정은 특정 DBMS(Data 

자바애플릿은 사용자와 시스댐간의 통신을 위한 Base Management System)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자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자 베이스 접근구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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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의 개발목적은 특정 DBMS에서 제공하는 접 

근모률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generic) 인터페 

이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자는 

]DBC를 이용하여 DBMS에 독립적인 인터페이스 

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개발자가 DBMS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DBMS관련회사에서 제공하는 

]DBC드라이버 (driver) 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시스댐은 

Oracle의 SQL*NetI8
) 모률을 이용하는 씬 드라이 

버 (thin driver) 19)를 사용한다. [그림 15]는 ]DBC통 

해서 DBMS에 접속하여 자료를 받아오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I형찌mIl':'M써 .. 싫훌빼뚫형 

I Continuous Pattern 협 

IrF 
’‘fl1_繼혈 t.繼 
I그혐 15] 인구밀도댄자료 

(3) 클래스 구조 

자바애플릿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바클래스는 사 

용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처리한 결과를 표 

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바애플릿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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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6] 인구뭘도면지료 서비스시스템의 추요 를핵스 구조 

@ 인구밀도면 제작클래스 

커널추정법을 이용한 인구밀도면 제작을 담당하 

는 클래스는 Kemel, Range, Tree2D, lteratα이다. 

이 클래스는 각 점들과 수치고도모형으로 표현되 

는 격자의 중심점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커널추정 

값을 구한다. 

@ 자료입력 클래스 

자료의 입력을 담당하는 클래스는 공간자료의 입 

력을 담당하는 클래스와 속성자료의 입력을 담당하 

는 클래스로 구분된다. 공간자료의 입력은 SPoint, 

SArc, SPoly, OpenShape, NetInput클래 스가 담당한 

다. SPoint, SArc, SPoly는 공간자료의 기 하학적 인 

클래스 중， 자료처리클래스 부분은 사용자의 요구 구조를 정의하는 클래스이다. 그리고， OpenShape은 

를 받아 들여서， 점묘도로 표현할 자료를 제작하 NetInput클래스를 이용해 네트워크 상에서 공간자 

고 인구밀도면을 제작한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 료를 받아온 후，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기하학 

는 자바애플릿 클래스는 [그림 16]과 같은 계층구 

조를갖는다 

각각의 클래스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아 

래와같다. 

적 인 구조로 할당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속성정보의 경우에는 ]DBC를 이용해서 원격지 

에 위치한 Oracle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받아 오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담당하는 클래스는 

18) SQL*Net은 오라클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지원하는 미들웨어 모률이다. 
19) 오라클에서는 두 종류의 ]DBC 드라이버를 제공한다. 하나는 씬 드라이버 (T바1 이ver) 이고 다른 하나는 오씨아이 드 

라이버 (OCI driver : Oracle Call Inter떠æ dreiver) 이다. 씬 드라이버는 순수 자바 언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플랫폼에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다. 반면 오씨아이 드라이버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OCI라는 C 언어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보통， 씬 드라이버는 자바 애플릿을 작성하는데 사용하고， 오씨아이 드라이버는 자바 애플리 

케이션을 작성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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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Db와 GetV머ue클래 스이 다. OpenDb는 Orac1e 

서버의 접속환경을 관리하는 클래스이다. 그리고 

GetValue는 Orac1e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검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자료출력 클래스 

공간자료를 디스플레이하고， GIS의 가시화기능 

을 담 당 하 는 클 래 스 는 Draw , ColourTable , 

ColurRule클래스이다. Draw는 공간정보를 화면에 

그려주는 역할을 담당한 클래스이고， ColourTable 

과 ColourRule은 색스키마와 음영기복법과 같은 가 

시화도구를 적용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기타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클래스는 시스댐 

의 사용자인터페이스를 구성하거나 자료포뱃을 결 

정 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스댐은 웹 상 

있다. 실시간으로 자료를 변형할 수 있으며， GIS에 

서 제공하는 가시화도구를 지원해 주며， 상용GIS 

에서 지원하는 파일포뱃으로 변형할 수도 있다. 

이 시스댐이 갖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같다. 

(1) 인구밀도면자료 제ξL을 위한 사용자의 시스템 

까3킥: 
t그 -, 

인구밀도면을 제작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댐은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 웹 브라우저만을 가지고도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또한， 자바언어로 짜여져 있 

기 때문에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따라서， Linux, 

Unix, Mac OS, MS-Windows 95 와 같은 운영 체 

제 환경에 상관없이 동작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 

추고 있다. 

(2) 인구밀도면자료 제작을 위한 공간자료입력 

이 시스댐에서 사용하는 공간자료의 파일 포뱃 

에서 구현되는 네트워크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애 은 Shapefile이다. Shapefile은 Arcview에서 지원하 

플릿은 자료의 처리와 제공을 담당하고， Orac1e은 는 기본 파일포뱃이다. Shapefile은 위상구조를 갖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원자료를 제공한다. 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작하기 쉬운 간단한 

그리고， 웹서버는 사용자의 접속환경을 조정한다. 

또한 이 시스렘의 구조는 ]DBC를 중심으로 하 

는 삼-계충(three-디er) 구조를 갖는다. 삼-계충구조 

는， 최근의 웹과 같은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다충(m띠디-디er)구조를 갖는 개발개념을 널리 사용 

되고 있는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 

조로서， 콜라이언트와 서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계층(two-tier) 방식보다 시스댐의 유연성과 안 

정성이 높다. 

3.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템의 기능 

이 시스템은 인구밀도면자료를 제작.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특히， 네트워크 상에서 

실시간으로 GIS가 갖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 

구조를 갖는다(ESRI， 1997). 또한 Shapefile은 처 음 

부터 완전히 개방된 명세 (specifica디on)를 가졌기 

때문에 GIS 시스템 개발자， 공간자료 제공자， 웅용 

프로젝트 수용자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특정을 

갖는다. 이러한 특정으로 인해， 현재 Shapefile 

은 공간자료 교환의 실질적인 표준(de facto 

S않ndard)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댐의 입력자 

료로서 Shapefile을 선택한 이유는 파일구조가 간 

단하여 입/출력 모률을 설계하기가 편하고 실질적 

인 표준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는 특징 때문이다. 

Shapefile로 표현하는 기하학적인 형태는 점 

(point) , 아크(arc) , 폴리곤(polygon) 세 가지이다. 

[그림 17], [그림 18], [그림 19]는 각각의 기 하학 

적인 형태를 갖는 레이어를 출력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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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꺼 Shpaefìle의 흩핵 : 포인트 

I그링 18] Shapefile쩍 훌핵 : 아크 

(3) 인구밀도면자료의 제작 

인구밀도면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커널추정법은 

매개변수(bandwidth) 에 따라서 평활화되는 정도가 

다르고， 또한 격자의 크기에 따라 자료의 해상력 

이 달라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두 가 

지 변수들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자 

료의 성질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0]은 인구밀도면자료를 제작할 때， 사용자가 직 

접 수치고도모형의 해상력과 매개변수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을 보여주고 있다. 

地理學論難 第34號(1999. 8) , 1-23. 

tf! 규X뤘s:.변 ;q.홍호 서벼;컸 샤 ~햄 

‘ ” ιt‘·‘ 

ιι 

ι “‘、“’;~::
-" -""-"" "-"" -"-' , 

I그혐 19) Shapefi!e의 훌혁 , 훌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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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9] Shapefìle의 훌핵 : 훌리곤 

(4) 인구밀도면자료의 가시화 

인구밀도면자료는 GI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 

료모형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GIS에서 개발해 온 

다양한 가시화기능을 사용하여 인구분포 양상을 

탐색할 수 있는 특정을 갖는다. 

인구밀도연자료 서비스시스댐은 색스키마와 음 

영기복도를 이용한 가시화 환경을 제공해 준다. 

색스키마와 음영기복도는 수치고도모형 자료를 가 

시화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방법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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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색스키마에 의한 가시화 원을 받는 단위면의 방향， 농담의 변화율 등이 세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템의 색스키마는 자 가지 변수에 해당된다.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 

바언어에서 제공하는 색모형 (color mcdel)을 사용 스댐은 이러한 세 가지 변수를 대화식으로 입력하 

한다. 자바언어의 색모형은 각 픽셀(p앉el)당 32비 여 사용자가 원하는 음영기복도를 제작할 수 있게 

트(bit) 의 이미지를 지원한다(Sun， 1997). 자바언어 해준다.[그림 22J는 음영기복도 제작에 사용되는 

는 적색， 녹색， 청색 (RGB) 3가지 기본 색상과 함 변수를 사용하여 제작된 음영기복도를 보여 준다. 

께， 8비트의 알파(alpha) 요소가 색의 투명도 

(tr;없lsparency) 를 결정 한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색스키마는 RGB값을 

혼합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현하는 색을 선택 

하고， 두 값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 표현하는 색은 

RGB값의 연속적인 변화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그림 21J은 실제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템 

에서 색스키마로 인구분포 패턴을 보여주는 그림 

이다. 

[그립 21} 씩 스키마때 의한 가시확 

(나) 음영기복도에 의한 가시화 

음영기복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치고도모형 

으로 표현되는 2차원 행렬 위에 3 x 3 크기의 창 

(window)을 제작하여 순회시킨다. 그려고， 각 창 

이 이동할 때마다， 각 창에 포함되는 여섯 개의 

격자를 사용하여 창의 가운데에 위치한 격자의 반 

사값을 추정해 낸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외 변 

수가 들어가야 한다. 광원의 각도(태양 고도) , 광 

[그립 22J 음엉기복또에 의한 가서화 

(5) 인구밀도면자료 제공을 위한 파일포뱃 

이 시스템은 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상용 GIS시스템에서 자료를 사 

용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파일포 

뱃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Arc/Info 나 

Arcview에서 지원하는 GRID 파일포뱃과 GRASS 

에서 지원하는 래스터 파일포뱃을 준수하는 텍스 

트(text) 형식의 자료를 제공한다. 

제 5 장결론 

이 연구에서는 GIS의 자료모형으로 표현되는 

사회-경제적 자료 중 특히 인구밀도면을 인터넷 

환경에서 제작하고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사회-경제적 자료를 GIS에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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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료모형으로 변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 료와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수치지 

다. 이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자료제작의 실험대 형도자료와 같은 이질적인 두 종류의 자료원을 통 

상은 인구밀도면으로 삼았으며， 수치지형도에서 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 

제공되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센서스자 인구밀도면자료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회-경제 

료의 분해 (disaggregation) 에 초점을 둔 방법을 개 적 현상을 표현하는 자료원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 

발하였다. 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수치지형도자료와 센서 둘째， 이 연구에서 제안된 인구밀도면자료는 기 

스자료를 통합하여 부산의 세 개 구를 대상으로 존의 지도학적 표현 도구와 비교하여 풍부한 정보 

하는 인구밀도면자료를 제작하였다. 인구밀도면자 와 개선된 표현력을 갖고 있다. 인구밀도면자료는 

료는 센서스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와 수치지형도 

자료가 담고 있는 건물유형별 정보를 통합하여 제 

작된 것이다. 인구밀도면의 특정을 살펴보기 위해 

서는 센서스 단위로 집계되어 있는 자료와 인구밀 

도면으로 추정된 자료를 비교하여 오차의 특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상력과 매개변수에 따른 인구 

GIS시스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치고도모형 

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자료모형에는 색스키마나 

음영기복도와 같은 가시화도구를 적용할 수 있다. 

GI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시화도구를 사용함으 

로써 인구분포패턴과 같은 사회-경제적 현상을 다 

양한 각도에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밀도면의 변화양상과 수치고도모형에 사용되던 가 또한 인구밀도면자료는 세밀한 해상력을 갖는 

시화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 자료를 표현하는데 주제도 보다 효과적이다. 주제 

보았다. 도는 공간단위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 

이러한 인구밀도면자료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방 히， 제한된 지도영역 위에 표시되는 단위지역의 

안으로서 웹기반기술을 활용한 인구밀도면자료 서 

비스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는 웹기반 

기술과 GIS시스템 개발기술을 근거로， 컴포넌트 

GIS 구조를 갖고 자바애플릿으로 구성된 오브젝 

트 웹 (Object web)단계의 서비스시스댐이다. 이러 

한 시스햄의 성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인구밀도면자료를 대화식 (interactive) 

으로 제작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측 

면에서 가치가 있다. 둘째，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 

로 하여 일반 사용자가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크기가 넓은 경우에는 인구의 분포패턴을 효과적 

으로 표현하지만， 단위 지역의 크기가 작은 경우 

에는 분포 패턴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정 

상적으로 거대한 주제도가 제작되는 경우가 생긴 

다. 이에 반해 인구밀도면자료는 공간사상의 발생 

횟수를 수치고도모형에서 정한 스케일로 표현한 

다. 이는 제한된 지도영역 위에 표시되는 공간단 

위의 크기가 갖는 표현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 

는 방법이다. 

셋째， 인구밀도면자료 제작기법의 실현 가능성 

을 확인하고， 또 제작된 자료의 제공방안을 마련 

위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하기 위하여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템을 구현 

를 얻었다. 하였다. 이 시스댐은 인구밀도면자료를 제작하는 

첫째， 인구밀도면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 GIS기능을 대화식 환경에서 제공하여 다양한 매 

치지형도의 건물사상과 센서스자료를 연결한 점묘 개변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용자는 이 

도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점묘도를 대상으로 커널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적에 맞는 형태의 인구밀도 

추정법을 실행시켜서 수치고도모형으로 표현되는 면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댐은 인구 

인구밀도면자료를 제작할 수 있었다. 밀도면자료가 갖는 표현상의 특정을 이용할 수 있 

이것은 사회-경제적 현상을 표현하는 센서스자 는 정보의 가시화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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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인구밀도면자료를 실질적으로 제작하고 

그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넷째，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템은 인터넷 

접속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웹기반기술과 GIS 시 

스템 개발기술을 수용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자료 

에 접근할 때 사용되는 표준적인 기술을 제공한 

다. 이러한 환경은 사용자가 인구밀도면자료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 

이다 .. 

이 연구에서 구현한 시스댐은 지금까지 여타의 

시스댐과는 달리 자료제공기능만을 수행하기보다 

는 GIS의 중요한 기능인 자료변형기법을 함께 구 

현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스댐 

의 기술적 환경은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 

와 같은 기능들로 인해， 이 시스템은 여타의 다른 

사회-경제적 자료 제공 서비스시스댐 개발과정에 

서 참고 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 

〈夢考文廠〉

건설부 국립지리원， 1992，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건설부령 제 500호. 

___ , 1995,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개정안)， 건설교통부령 제 17호. 

, 1995,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국립지리원 내규 제 71호. 

국가GIS위원회， 1996, 수지지도제작 및 추진현황 

계획. 

국토개발연구원， 국가 GIS 구축을 위한 지도전산 

화 사업계획(안) . 

부산광역시， 1996, 제 35회 부산 통계 연보. 

centroid data" , Environment and Planning A, 

V이. 21, pp. 537-543, London: Pion Ltd. 

, 1991, “Technique for 

m여배ng pop띠ation -re1ated raster datab잃e”，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23, pp. 1069 

-1075 

Bracken, 1., 1994, Towards improved visua1ization of 

socioeconomic data. in Visualization in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H. M. 

Hearshaw and D. 1. Unwin (어s.) ， 85 - 102, 

John Wiley & Sons. 

Dor파19， D., 1993, 'Map design for ænsus rnapping", 

The Cartographic Journal, Vol. 30, pp. 167-

183 

___ , 1994, Cartograms fiα visuali강nghuman 

geography, in Visua1ization in Geographical 

Inforrnation Systems, H. M. H않rshaw ar띠 

D. 1. Unwin(eds.) , pp. 85-102, John Wiley 

& Sons. 

, 1996, Area Cart맹rams Their Use and 

Crea따n， CATMOG. 

Fotheringham, A. S. and P. A. Rogerson, 1993, 

“GIS and spatial analytical problems" , 

Interna뼈uû Journal 01 Geograph뼈1 Infarmatψn 

Systems, Vo1. 7, No. 1, pp. 3-19, Tayor & 

Francis. 

Gatrell, 1994, Density estimation and the 

visualization of point patterns, in 

Visualization in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H. M. Hearshaw and D. J. 
Unwin(eds.) , pp. 65-75, John Wiley & 

Sons 

Langfo따 M. ar띠 D. 1. Unwin, 1994, “Genera마19 

and mapping popu1ation density surface 

통계청， 1991, 小地域統計解設 within a g∞graphical inforrnation system" , 

__ , 1997,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The Cartogtíαphic Journal, Vol. 31, pp. 21-26. 

Bracken, 1. and D. M따따， 1989, “The generation Martin, D., 1995, Censuses and the m여elling of 

of spatial pop띠ation distributon from census popu1ation in GIS, in GIS for Business and 

- 22 -



Service Planning, P. Longley and G. 

Clarke{eds.) , pp. 48-72, Geolnformation 

Intema디onal. 

1996 “An 잃æssment of s따faæ and 

zonal models of population" , lnternational 

Journal ofG쩍빼때1 Infonnation Systems, V이 

10, No. 9, pp. 973-989. 

NCGIA, 1996, A Review of spatial population 

database design 때dm여e뼈g. 

- 23 

地理學論義 第34號(1999. 8) , 1-23. 

Sivennan, B. W., 1986, Density Estimation for 

Sta디stics and Data Analysis, Chapman and 

Hall. 

Strand, E. ]., 1998, “Shapefiles Shape GIS Data 

Transfer Standards", GIS World, Vo1. 11 

No. 5, GIS WORLD, Fort Collins. 


	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자료원과 시스템개발 환경

	제2장 인구관련 수치자료의 처리와 제공의 현황과 문제점
	1. 인구분포의 모형화
	2. 사회-경제적 수치자료의 제공 현황과 문제점

	제3장 인구밀도면자료 제작기법
	1. 수치지형도와 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인구밀도면자료제작
	2. 자료의 특징
	3. 소결

	제4장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1.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템의 설계기준
	2.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템의 구조
	3. 인구밀도면자료 서비스시스템의 기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