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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의 통계적 공간분석에 관한 연구 

유은혜 

The study of spatia1 statistical analysis in GIS environrnent 
Yoo. Eun-hye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자료， 특히， 면 단위 자료에 대한 통계적 공간분석 도구(Statistical Analysis of Area 

Data)를 설계 · 구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리적 자료의 ‘공간 효과(spatial effects) ’ 를 고려한 공간분석 수행을 목 

적으로 한다. 면 단위 자료의 통계적 공간분석 도구인 SAAD는 지리적 자료의 ‘공간 효과’를 고려한 분석적 프로 

세스를 포함함으로서， 기존의 전통적 통계분석기법을 적용함으로서 발생하던 분석적 오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지도나 그래프 중심의 ESDA(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강s)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공간 분 

석 도구를 GIS와 연계시키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두 모률간의 보다 안정적이고 진정한 동적 상호작용올 제공함으 

로서 지리적 자료의 원활한 처리를 가능케하는 ‘총체적인 결합(fully integrated) 메커니즘’ 을 추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마지막은 SAAD를 이용하여 1995년 당시 서울시의 25개 행정구 단위로 집계된 천식 환자 수와 대기오염의 

분포 패턴올 탐색하고 그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는 사례연구를 실행하였다. 

주요어 : 통계적 공간분석， ESDA, 총체적 연계 메커니즘， 공간적 자기상관. LISA. 

Abstract : In this pa야:r. 1 have d없gned and implemented the spatial data 하1aly혀s techniques available in the GIS 

environment, named ‘SAAD(Statistical Analy성S of A:rea Data) ’ , and then u않d it to detect relationship ætween 밍r 

pollution exposu:re and mo:rtality in 앉:!OuL Because SAAD was de외gn어 fo:r the statistical analy잉s of spatial data, 

$야cially area units data, it has many sophisticated functionalities for statistical analysis in the spatial context which 

mean that while the other standard statistical techniques have ignore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얄>atial data. such 

as spa벼1 dependenæ and spa없1 hete:rogen잉ty. Be외des， as it contains ESDA (Exploratory Spa벼1 Data Analy혀S) 

techniques, it makes it easy even for 뺑inne:r to visualize the 웰뼈 pattems and identify the d맹:ree of spa벼l 

association in such a way as for displaying graphics and maps. Finally. 1 d얹gned SAAD in the fully integration 

app:roach ætween the powe:rful functionalities for spatial data m때p벼ation 없d visu때zation of G IS and spa벼1 

앞atistical techniques for the purpose of the dynamic and safe 행tialan외ytical proæss. 

key words : spa뼈 data analy혀s， ESDA, 뻐Y int땅ated approach, Spa벼1 Autocorrelation, Spa벼lASf'Á잉ation(LISA) 

1.서론 

1. 연구배경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오염물질 

의 분포나 행정 구역 단위로 집계되는 천식환자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의 발생과 같은 지리적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의 ‘공간 효과(spa떠1 effects) ’ 를 

고려한 통계적 공간분석이 필요하다(Anselin， 

1994; Bai1ey, 1995). 특히，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지리적 자료의 특성상 전통적인 통계 분석 

기법의 적용은 통계적 모형의 유효성에 대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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릇된 판별력을 갖게 함으로써 오인된 통계적 추론 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을 유도할 수 있다(An생in， 1988; Fischer, 1996). 첫째 지리적 자료의 ‘공간 효과’를 고려할 수 

그러나 최근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지 있는 ‘공간통계 분석기법’ 에 관해 정리 · 분류하 

리적 자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전통적인 통계 분 고， 이를 GIS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 구현 

석을 수행함으로써 자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 방안으로서 현재까지 제시된 GIS와 통계 모률간 

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자료의 공간적 특성 의 연계방안에 관해 살펴본다. 둘째， 이에 기초하 

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용이하고 효과적인 방 여 면 단위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적 공간분석 도 

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Ans바n， 1992). 구(SAAD)를 설계 · 구현한다. 또한 자료의 분석 

사실 최근 GIS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러한 문 목적에 따라 도출된 ‘분석 흐름도’ 에 근거하여 

제에 대한 인식 및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비한 SAAD를 사례연구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 · 

수준으로나마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대부분의 상 평가한다. 

용 GIS 도구는 ‘통계적 공간분석’ 기능보다는 주 

로 ‘자료의 취득 · 가공 · 저장 · 가시화 기능’ 중심 4. 논문의 구성 
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이나 영 

국 둥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GIS환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도표로 표현하면 [그림 

경 내에서 활용 가능하면서도 적절한 통계적 공간 1]과 같다. 

분석 기법’ 과 이를 위한 ‘분석 도구’ 의 개발을 위 

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1) 그러나 국내에 

서는 아직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물론 그 필요성 

에 대한 인식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GIS를 활용하여 지리적 자료， 특 

히 사회 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센서 

스나 행정 구역별로 집계되는 면 단위 (area unit) 

자료의 ‘공간 효과’를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해 1) GIS환경 내에 면 단위 자료에 대 

한 통계적 공간분석 도구(Statistica1 Analysis of 

Area Data)를 설계 • 구현하고， 2) 이를 이용하여 

지리적 자료의 ‘공간 효과’를 고려한 공간분석의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3. 연구방법 

GIS 내에 통계적 공간분석 도구를 마련하기 위 

우선 GIS환경 내에 통계적 공간 분석도구를 마 

련하기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공간통계 기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이를 분석도구로 구현하기 위 

한 기술적 측면에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 본 

문쩌| 쩌|기 

:1:1 2.1 쩍 자화의 
흥계적 공간 훈섯의 월요성 

l 
문제 빼훌방안 모색 

l 
연구내용 

통계적 공간 분석 도구의 개밟고f 

이를적용흰 사례 연구 

〈그림 1> 연구 흐름도 

1) 미국 : NCGIS , 영국 : ESRC의 RRL(Re，망onal Research Laboratioriæ) , 유럽 : GIS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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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면 단위 1994 : p.15) , 보다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공간분석 

자료 공간 분석도구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은 ‘자료에서 발견된 패턴과 관계의 확률론적인 속 

기반으로 SAAD를 설계 · 구현하였다. 또한， 구현 성’에 관한 연구인 ‘통계적 공간분석’을 의미한다 

된 SAAD를 적용하여 호흡기 질환과 대기오염과 (Anselin, 1992 : p.36; Gαxichild et a1, 1992). 

의 상관분석을 수행한다 GIS의 통계적 공간 분석은 “자료의 선택 

(selec디on) 및 자료의 처 리 (m때ip내ation) 과정 ” 과 

5. 사례 연구에 사용된 자료 및 개발 · 분석 환경 더불어 자료의 패턴 탐색이나 공간적 · 시공간적 

본 논문의 사례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95년 서울시의 구별 천식환자 수와 센서 

스 자료， 그리고 그 당시 구(區) 단위 행정구역 경 

계도이다. 구별로 집계된 센서스 자료와 천식환자 

자료는 연령별 (65세 이상， 14세 미만， 전 연령)로 

분류하였으며 센서스 자료 중에서 인구 수와 소득 

세 항목을 이용하였다. 둘째， 서울시의 20개소 대 

군집 여부의 조사， 공간적 상관관계 둥을 분석하는 

“자료의 탐색적 분석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외s)" 과정 및 이를 통해 습득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 지역에 대한 예측모형을 정의 · 추 

정 ·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의 확정적 분석 과정 

(Confumatory Spa따1 Data Analy잇s)"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GIS는 전자의 기능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지리학 

(geography) , 지 질 학(geology) ， 경 제 학(economics) , 

기오염 자동 측정망으로부터 1995년 1년 동안 집 역학(epiderniology )과 같은 학문을 중심으로 이론 

계된 오폰(03) ， 분진 (TSP) ， 일산화탄소(CO) ， 이산 적 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Bailey， 1994). 따라서 

화 황(SOz) ， 이산화질소(NOz) 둥의 일별 평균치를 GIS의 구성요소로서 공간 통계 분석 도구를 추기-

사용하였다. 다만， 결측일이 많기 때문에 결측일이 하기 위해서는 우선 GIS와의 연계를 통해 분석적 

한 달 평균 15일 이하인 달에 국한해서 월 평균을 우위성을 얻을 수 있으며， GIS의 발전을 위해 필요 

산출하였으며， 이것의 최대값과 평균값을 각 측정 한 통계적 공간분석 기법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소 별 연간(年間) 오염도로 사용하였다. 통계적 다만， 공간분석은 개념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분 

분석 도구(SAAD) 개발은 Java 1.1.6을 이용하였 야이고， GIS와의 연계에 따라 연구 지역에 대한 

으며， 대기 오염원과 같은 연속 프로세스를 따르 

는 자료 분석 을 위 해 ESRI’ ArcViewGIS version 

3.0을 사용하였다. 

11. 이론적 배경과 기술적 동향 연구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가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연구과정의 복잡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별된 통계 기법들은 GIS와의 연계를 통 

해 보다 엄격해진 분석의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킬 수 있을 만큼 정교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로 

의 웅용성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공간적 이칠성 

(spa벼1 heterogeneity)과 같은 지리적 자료의 ‘공 

간 효과’를 GIS의 그래픽 요소를 통해 제시할 수 

1. GIS으| 통계적 공간분석 있어야 한다(Bailey， 1994). [표 1]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간통계 분석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간분석(월떠1 때ys엽)이란 기법들을 분류 · 정리하고 있다. 

‘공간 자료를 분석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가공하여， 이로부터 추가적인 의미를 추출할 수 있 1) 공간적 자기상관 (Spa뼈 Autocorrelation) 

는 기술(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Bailey，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기 위한 측도는 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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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료와 분석 유형에 따른 공간통계 분석기법의 분류 (인용 : Bailey, 1994) 

꿇훤「f펀 단일 변량 분석 다변량 분석 

위치 자료 
Nearest Neighbor Analysis Bivariate K Functions 

K-Functions Space . Time Interaction 
Kernel Densíty Estimation 

Kernel Regression 

Bavesian SmoothinQ 
Spatial Autocorrelation 

Spatial Correlogram 

Variogram 
속성 자료 Spatial Regression 

Trend Surface Analysis 
Co-Kriging 

Kriging 
Spatio-temporal Model 

Spatial General Linear Modelling 
Cluster analysis 

Canonícal Correlation 

Multidímensíonal ScalínQ 
상호 작용 자료 Spatíal Interactíon Methods 

념화에 따른 정의만큼이나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건들은 다음과 같다 (Ans잉m， 1995 : p.94-95). 

측도는 기본적으로 아래 식과 같이 행렬의 외적 

(general cross-product) 에서 확장 · 응용되 었다 

(Hubert et a1. 1981; Upton and Fingleton, 1985). 

% C 

뚫
 
υ
 Cj; 뚜 꽁잔 객체의 속성값 유사도 

ψij • 뚜 공깐 객체의 거리적 인접도 

2) 국지적 규모의 공간적 상관 분석 (Local spatia1 

Asoociation) 

다양한 원인을 지닌 발병률과 사망률의 공간적 

분포를 기술하는 의료 지리학， 범죄 유형 또는 선 

거 행태 연구 동의 분야에서 특히 인간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국지적인 공간 패턴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통계적 분석기법 

의 추론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지적 수준의 공 

간적 상관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법인 

LISA (Loca1 Indicator of Spatia1 Ass띠ation) 유형 

의 분석기법틀이 제시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LISA 통계량으로 평가되기 위한 조 

(가) 각 관찰지점에서의 LISA는 그 이웃 값들의 유사성 

으로 인한 군집성에 대한 유의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i지점에서의 공간적 상관관계 패턴에 관한 통계적 유의 

성을 추정할 수 있다. 

Lj= f( Yj, y ,) 

- Yi : 판측 지섞 i의 속성 값 

- Yj, . 판측 지점 i 주변 지역찰의 속성 값 

. f: 공간석 자가상관 ̂l수 쪽도 함수 

P( L) ô;) s. aj 

- (Ji : 엄계치 

- aj : 임의의 유의수준 

(나) 모든 관찰지점의 LISA의 합은 공간적 자기상관 지 

수에 비례한다. 

LLí rA 

... A: 당lob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 r : scale factor 

P(il> 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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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is와 Ord가 제 안한 G, G*, z(G) 와 Anselin의 

Local Mor.따1’ 1, Local Geary-type’ C 등은 가장 대 

표적인 LISA 통계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아래와 같은 특정을 가진 지역 연구에 특히 유용 

하다. 

첫째， LISA는 연구지역을 n개의 하위 지역으로 

세분했을 때， 각각의 i 지역을 중심으로 군집 여부 

를 판별할 수 있는 통계량이기 때문에， SID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Getis, 1993)나 

AIDS(Getis & Ord, 1995) 와 같은 희귀한 질병의 

공간적 군집 분포 패턴2) 규명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연구 지역의 단순한 군집 여부를 판별하는 

것 이외에도 군집의 스케일， 주변 지역과의 공간 

적 상관관계(‘양의 상관성’ 또는 ‘음의 상관성’) 

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활용도가 더 

욱 높다. 특히， Lcχ머 Moran’ I와 Lcχal Geary’ C는 

G통계 량과 달리 [표 2J와 같이 공간에 나타나는 

현상들간의 ‘유사성’ 또는 ‘이질성’과 같은 공간 

적 상관관계를 유형별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 

우위성이 있다(Shuming Bao, : P.1이. 

셋째， 자료에 대한 LISA 측도의 산출을 통해 

‘국지적 구조의 불안정성(1ocal instab피ty)’을 보이 

는 지역 즉， LISA 분석 결과를 통해 평균적인 공 

간적 자기상관 지수에 비해 이례적인 값을 보이는 

지역틀(일명， “공간적인 이례 지점")을 손쉽게 찾 

아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리적 자료의 질적 수 
;:z.. 。
딘:능'f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地理學論養 第34號(1 999. 8) , 25-47. 

LISA와 같은 탐색적 자료 분석과정을 통해 자료 

의 입력과정이나 연구 지역에 정의된 공간적 가중 

치 행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원 자 

료의 오차를 규명 한다면 보다. 향상된 분석 을 기 대 

할 수 있다. 또한 분석 초기에 이를 제거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자료분석과 합리적인 가설 설정을 유 

도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이례 지점은 보다 심 

도 갚은 연구 · 분석을 위한 범위 (sc외e)를 지정하 

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공간 

적 자기상관 분석에 비해 LISA의 우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도화’를 통한 공간 자료의 탐 

색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위험률의 지도화， 

LISA 분포도를 비 롯한 Moran Scatter Plot과 같은 

그래픽을 이용한 가시적 분석은 정량적인 통계 분 

석을 보완하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Ord와 Getis (1994) 의 연구에서도 증명되 

었듯이， 연구 지역들이 근본적으로 밀집되어 분포 

하거나 이웃으로 정의된 지역이 많을 경우， 각 지 

역의 상관 지수는 (Li, Lj) 근본적으로 상관 구조를 

갖게 되며 이 결과 상관 지수에 대한 유의성은 필 

연적으로 오차를 수반한다. 따라서， Ord와 

Getis ( 1994) 는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Bonferroni ineq떠1ity’ 추정 법 과 같은 유의 수준 검 

정방법을 제안하였다. 

3) 공간적 구조의 정의 (Spatia1 Stru다ure ， spatia1 

N려ghoor) 

표 2. LlSA으| 유의수준에 따른 공간적 상관관계 유영 

Local Geary’C 

:::.."':...--::::::::::~..::::.:::::::::.::-..::::::::수---뺀』二X원lue high p-value 

low p--value 정적인 공간적 상관(--) 부적 인 공간적 상관(+-) 

Local Moran’ | 

high p--value 부적인 공간적 상관(-+) 정 적 인 공간적 상관(++) 

(low p--value : p < 0.05, high p-value : p > 0.95) 

2) ‘hot spot’ ; ‘κ앙<et’ ;'loc외 spatial cluster’ 이라는 용어로 일컬어지며， LISA의 수치가 유의한 지역들이 군집된 패턴 
을 보이는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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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의 통계적 공간분석에 관한 연구 

공간적 자기상관이나 공간적 상관 분석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공간적 가중치 

행렬 (spatia1 weight matrix)은 연구자가 두 지역간 

의 상호작용을 개념화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는 격자형 자료에 

대 해 Ro다(， Bishop, Queen과 같이 인접 한 셀 (æll) 

의 방향에 따라 공간적 이웃을 정의한 후 이진 가 

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으며， 비정규 격자형 

자료나 복잡한 형태의 벡터 자료에 대해 거리， 위 

상 정보 둥을 이용하여 공간적 인접성을 정의하 

고， 면적， 길이 들을 이용하여 가중치 함수를 정의 

할 수도 있다. ([표 3] 참조) 

가 이루어진다.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의 연계 방 

안에 비해 구현이 용이하고， 해당 작업에 가장 적 

절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GIS 데이터 베이스와 직접적인 연동이 

불가능하며 두 모률간의 한정 된 기 능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동적 상호작용을 이루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2) 긴밀한 결합 방식(cloæ-∞up뼈g) 

GIS나 통계 모률에서 제공하는 매크로 언어나 

스크립 팅 언어 ( 예> ARCIINFO의 AML, ArcView 

의 Avenue)를 이용해 GIS에 분석 루틴을 추가하 

표 3. 비정규형 자료에 대한 공간적 가중치 행렬정의 기준 

종류 가충치 이웃의 정의 기준 

차수 (rank) W;j 
0 i 지역의 충심점이 l 지역의 충심점에 대해 k번째 가까운 지의 

여부 

경채선 공유 여부 W;j 
0 

i 지역과 j 지역이 공통의 경계선율 보유했는가의 여부 

centroíd 간의 거 리 ß-ij 
0 i 지역과 j 지역의 두 종심점간의 거리가 일정한 입계치의 

거리내에 포함되뇨가。l 여부 

border 간의 거리 W;j 
0 | 지역과 j 지역의 가장 근접한 점간의 거리가 일정한 임계치의 

거리내에 포활되느가。| 여부 

경계선의 깊이 W;j 
i 지역의 지륨의 길이에 대해 i 지역과 l 지역의 공훌륭 경계선의 

2. GIS와 통계 모률간의 연계 방안 

GIS 기반의 분석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일련의 공간통계 분석기법들을 GIS의 공간 

분석 기능으로 구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 

반 통계모률과 GIS의 통합 또는 인터페이스 마련 

이 필요하다(G뼈Child et a1, 1992). 한편， 그 세부 

적인 구현 내용으로 현재까지 제시된 다양한 개념 

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느슨한 결합 방식(11α:re-∞up파19)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계 방식으로서 자 

료와 명령어가 일정한 포뱃을 가진 파일 형태로 

상호 교환되는 메카니즘에 의해 두 시스템의 연계 

길이。| 비 

거나 FORTRAN과 C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언어 

로 사용자 루틴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개발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비 

롯해 속성 및 공간 자료 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스크립트 언어의 수행 

속도나 기능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현보다 

는 간단한 기술적 분석이나 마이크로 스케일의 자 

료 분석 수준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 

우는 비록 원격 호출의 ‘비연결방식 (stat리ess)3) ’ 에 

따른 수행상의 제한과 두 시스템간의 자료 모텔의 

차이에 따른 한계가 있긴 하지만， 두 프로그램이 

각각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기능하게 됨으로써 보 

다 동적 인(dynamic) 통계 분석 이 가능한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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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계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총체적 결합 방식(뻐y integrat어) 

가장 이상적인 연계 방식은 GIS내에 완벽한 공 

간분석 절차를 포함시킴으로서 통합 시스템을 창 

출하는 것 이 다(G때Child et al, 1992) . 이 와 같은 

기본 아키텍쳐하에서는 단일 자료 모형과 공통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 

문에 하위 시스탱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GIS의 모든 사용 

자층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공간분석 기 

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GIS가 지 

향하는 요구 조건을 대부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Streit and Wiesmann. 1996).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총체적인 GIS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성이 희박 

하다(Fisher， 1996). 

11 1. SAAD의 설계 및 구현 

地理學論難 第34號 (1999. 8) , 25-47. 

자의 GIS적 또는 통계적 배경지식에 관계없이 사 

용할 수 있는 범용의 분석 도구로서 특히， 자료의 

탐색적 분석 기능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1. 기능적요구분석 

1) 지리적 자료의 통계 분석 

@ 자료의 선택 ·처리 

지리적 자료의 통계 분석에 사용되는 지리적 자 

료의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가 다양한 공간적 스 

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또는 속성 정보 

의 변형이나 지리적 위치의 확대 • 축소기능은 필 

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지도에 대한 일련의 질의 

(query) 역 시 대 화식 공간분석 (interactive analysis) 

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연산 기능 이외에도 대 

부분의 통계적 공간 분석에는 공간 객체들간의 관 

계에 대한 정보인 “인접성 (adjacency)" , “포함관계 

(containment) " , “연결성 (connecti찌ty)" 둥과 같은 

위상(topology)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GIS 고유의 연산 기능이 필요하다. 

SAAD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약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면 단위 자료 분석에 적절한 @ 통계적 분석 

분석적 프로세싱과 GIS와 통계 모률간의 친정한 지리적 자료의 통계분석에는 전통적인 통계분석 

동적 상호작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통합 환경， 에서 사용되던 일반 통계 기법이외에도 공간적 차 

그리고 범용 분석도구로서의 사용 환경 둥이 이에 원을 고려한 일련의 공간통계 기법들이 요구된다. 

해당한다. GIS환경 내의 통계적 공간분석 기능은 즉， 자료의 경험적 분포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일 

크게 지리적 자료의 선택 · 처리와 같은 GIS적 배 

경 지식을 요구하는 기능과 통계적 지식을 요구하 

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통계적 분석 

기능은 비 지리적 전문가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 

는 탐색적 자료 분석 기능과 고도의 지리적 지식 

과 더불어 통계적 지식을 요구하는 확정적 분석 

기능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나 SAAD는 사용 

련의 기술적 분석 기법들은 자료의 유형과 스케일 

에 관계없이 모든 통계적 분석에 선행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분석과정에 해당하며 (Bailey， 1994) , 지 

리적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 효 

과’， 특히 분석 대상 자료가 센서스나 행정구역과 

같이 면 딘위로 집계된 자료에서 흔히 발견되는 

‘공간적 의존성 (spatial dependence) ’ 과 ‘공간적 이 

3) 한 컴퓨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자，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접속에서 이전의 접속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접속이 있을 때마다 매번 재연결을 해야하며， 한번의 접속에 하나의 요구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한다. 

j , , , 
, ‘ ‘ 



GIS의 통계 적 공간분석 에 관한 연구 

칠성 (spa띠1 heterogeneity) ’을 고려한 공간통계 기 

법은 더욱 분석 결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자료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위험도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등과 같은 일련의 

탐색적 자료 분석기법은 자료의 사전 조사적 의미 

뿐 아니라 보다 복잡한 통계적 예측 모형의 유효 

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와 같 

은 분석기법은 연구 지역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가설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 더욱 그 분석적 함 

의 가 크다(Fischer， 1996 : p.8). 

@자료의 분석적 가시화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의 유형과 관계없이 대 

부분의 통계적 분석 결과는 해석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해 지도나 그래프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히스토그램이나 박스플릿과 같은 그래프이 

외에도 전통적으로 지리학자들은 자연 · 인문 환 

경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에 관한 패턴과 공간적 

프로세스뜰 탐색하고 설명하기 위해 ‘지도학적 

가시 화(Cartographica Visua1ization) ’ 를 즐겨 사용 

해왔다. 특히， 최근 컴퓨팅 기술과 GIS의 지도화 

기술의 발달은 보다 신속하고 손쉽게 그리고 사 

용자와 대화식으로 지도를 제작하며， 이를 통해 

공간적 패턴과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컴퓨팅 기술의 급진 

적인 발달로 인해 가능해진 사용자와 대화식의 

동적인 공간분석은 분석 결과의 질적인 향상을 

초래하였다. [표 4J에서는 면 단위 자료의 탐색적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시화기법을 

정리하였다. 

2) 안정적이면서도 동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통합환경 

GIS환경에서 진정한 공간분석을 이루기 위해서 

는 통계 모률과 GIS의 안정적이면서도 동적인 상 

호작용의 지원이 필수적이다(Bailey， 1995; Anselin, 

1997). 그러나 최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연계 방식인 두 모률간의 ‘긴밀한 결합방식 

(c1ose-coupling) , 은 선행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이 근본적인 설계방식과 개발 목적의 차이로 한계 

를 드러내고 있으며， GIS의 스크립트언어나 프로 

그램 개발언어를 통해 GIS의 공간 분석기능을 확 

장시킬지라도 연산 속도나 문제 해결 능력에서 많 

은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보다 안정적인 

프로세싱 처리와 동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 

는 통합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GIS의 통계분석 

시스댐이 필요하다. 

3) 범용의 분석 도구 

지리적 전문가 뿐 아니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분석 도구인 SAAD는 그 기능적 구성요 

소와 더불어 사용환경 또한 이질적인 환경의 불특 

정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리적 . GIS적 전문가 또는 비 

표 4. 면 단위 자료에 대한 ESDA의 가시화 기법 분류 (참고 : Anselin, 1998) 

ESOA의 종류 가시화 기법 

box map 

고ζ:> 가 ‘-저 .. 부 ~~누 타샌 • 1 

riSk map 

regional histogram 

spatial exploratory analysis of variance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spatial lag chart 

(Global spatial association) Moran scatter plot and map 
공간적 상관 분석 LlSA map 

(Local spatial association) Moran scatter plot 
다번랑 공간적 상관 분석 

Multivariate Moran scatterplot 
(Multivariate spati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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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는 ESDA 중심의 

분석 기법 구현 및 사용 환경의 선택은 SAAD 개 

발에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한편， 사용환 

경의 선택에 있어서도 최근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분산되어 있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공유성으로 인해 정보 기반 시설로서 확고한 자리 

를 차지하고 있는 www 기반 기술은 SAAD의 
‘지속적인 대화형 공간 분석 프로세스를 원활히 

지원’ 해줄 수 있는 공간 자료 처리환경4)을 제공 

할수 있다. 

2.SAAD 시스템 설계 

이상과 같은 SAAD의 기 능적 요구분석 을 통해 

[그림 2]와 같은 시스탬 개념도를 도출하였다. 다 

만， SAAD는 www 기반의 공간 통계분석을 위 
한 시범적 구현 단계로서， 복잡한 GIS서버와의 기 

능 분담이나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메커니즘은 

설계의 기본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주로 사 

용자 위주의 www 인터페이스 개발과 통계적 
공간 분석 기능의 제공에 개발의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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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AD 시스템 구현 

본 시스템은 GIS와 통계 모률간의 보다 안정적 

인 자료 교환을 위해 단일 자료모형으로 설계 · 구 

현되었으며， 통계 모률과 일반 GIS환경을 위한 공 

용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즉， 전반적인 시스댐 

의 구성방식을 일종의 ‘fully integrated system’ 의 

통합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다양한 www 인터페이스 설계시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하는 사용 프로그램과 접근 방식의 

선택은 SAAD의 기본 설계 목적이 공간 자료의 

지속적인 대화형 웅용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 

간분석 프로세스 및 결과 생성과정을 GIS 서버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클라이언트 기반의 

웅용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다( ‘thick 클라이언 

트’). 이러한 구조는 데이터와 연산을 서버에 일 

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프로세싱이 가능한 서버 중심모텔 

보다는 사용자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화식 

분석환경을 지원할 수 있고， 탐색적 분석 환경을 

위한 그래픽， 검색 등의 모든 기능을 로컬 컴퓨터 

Statistical Analysis of Area Data 

훌 
뺑민터빼이츠 … t쏟땐딛땐픔쓸 i 

.[J. D" 
ζ二 사용자 「그J 

그림 2. SAAD 시스템 개념도 

뜸~%?'띠ζ찌쓸혔 

4) 클라이언트 기반 응용 프로그램， 서버 기반 응용프로그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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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의 통계적 공간분석에 관한 연구 

자원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면 객체간의 거리 측정을 위해 선행적으로 이루 

제공해줄 수 있는 자바 애플릿 형태가 SAAD의 어지는 폴리곤의 중심적 계산 기능과 연구 지역 

기본 설계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 의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는 공간 자료의 위상 정 

문이다. 또한 SAAD를 범용의 분석 도구로서 사 보를 요약하는 공간적 가중치 행렬 생성은 공간적 

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 환경 뿐 아니라 모델링과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과 같은 면 단위 

사용자 수준과 관계없이 복잡한 통계적 공간분석 자료의 통계적 공간분석 기능의 핵심적인 부분이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위셋 (widget) 중심의 사용 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통계 모률을 통한 가중 

자 위주(u않r-friendly) 의 인터페이스로 설계하였다. 치 행렬의 정의에는 자원의 소모가 많고， 비합리적 

그러나 본 시스템 설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 인 계산 방식을 사용할 뿐 아니라 그 기능면에서 

려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면 단위 자료에 적합한 나 사용환경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GIS와 

통계적 분석 도구의 설계와 구현이다. 면 단위 의 연계를 통한 신속하고， 유연한 가중치 행렬의 

자료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혼히 접할 수 있 정의는 보다 유연하게 변 단위 지역의 공간적 프 

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뚜렷한 

분석 도구가 제시된 바 없다. 이것은 지리적 자료 

의 특성인 공간 효과 즉， 공간적 의폰성과 공간적 

이질성으로 인한 정보의 손실과 일반적인 회귀 모 

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간적 구조로 인한 통계적 

예측 모형의 부적합성， 자료 수집단계의 디자인에 

서 결정 되는 분석 스케 일과 집 계 (aggregation) 방 

식으로 인한 분석의 오류를 최소화할 효과적인 분 

석기법과 도구가 부재함을 의미한다(Hainging， 

1990). 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 
로서 SAAD에서는 자료의 공간적 의존성과 이질 

성 둥을 다양한 스케일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였다. 즉， 공간적 자기상관이라는 공간 

분석기법을 다양한 유형의 공간구조와 국지적 스 

케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마련하였다. 

그 기 능별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GIS 모둘 

@ 자료의 선택 · 질의 

자료의 분포 패턴이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 

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적 분석은 자료의 선택과 

질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SAAD의 분석 결 

과물에 대한 브라우징은 동적인 속성 정보 질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 자료의 처리(공간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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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SAAD에서는 경계선의 공유 여부에서부터 인접 

한 차수， 각 폴리곤간의 중심점 거리， 인접 폴리곤 

과의 접선의 길이， 시차(lag)의 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적 이웃 정의 방식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공간 구조의 정의는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r때ysis) 을 실 시 할 수 있는 근거 가 된 

다. 한편，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의 편의를 위해 일 

반적으로 Loc머 Moran’ I의 계산에는 열별 표준화 

된 가중치 행 렬 (row standardized weight) 을 적 용 

하도록 하였다(An않lin， 1995 : p.98). 

2) 자료의 탐색적 분석 모율 

@ 기술적 통계 분석 

가장 기본적인 통계 분석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자료의 경험적 분포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모률로 

서， 히스토그램(비때짧n) ， 산포도(scatter plot) , 박 

스 플닷(box plot) 과 같은 그래프와 자료의 기술 

적 요약 모률이 구현되어 있다. 

@ 지도를 통한 패턴 분석 

예로부터 지리학 뿐 아니라 다른 학문분야에서 

도 주로 센서스나 행정 구역과 같은 면 단위 자료 

의 분포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지도를 이용해 왔 

다. 지도화는 단순한 자료의 가시화 기능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통계적 기법과 접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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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이 지 언 랩 (Empirica1 Bayes Estimation Map) 

확률지도의 오차를 최소화시킨 방법으로서 연구 

지역 천체의 발생 패턴으로부터 추정된 사전 확률 

· 분류 지 도 (Classified Map) (prior probab피ty) 을 통해 국지 적 인 위 험 도를 완화 

분류지도는 계급 구분 방식과 계급 수， 계급의 시키는 방법이다. 위험도의 추정은 다음과 같은 

크기에 따라 통일한 자료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절차를 거친다. 

패턴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탐색적 단계 1) 연구 지역의 모수 위험도를 8i라고 할 

분석단계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지 때， 베이지언 추정법을 따를 경우 다음과 같은 위 

도화해 봄으로써 자료의 다각적인 분포 패턴을 확 험도를 구할 수 있다. (단， 8i는 (rilm) 인 사전 확 

인할 필요가 있다.SAAD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 률 분포를 따른다.)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그림 3-2)와 같은 인터페이스로 등간 척도(eq뻐l 

inteπal) 와 분위수(q띠ntile) 와 같은 계급 분류 방 

식과 10단계의 계급 수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분 

류된 속성 자료를 [그림 3-3] 과 같은 Color 

Spectrum을 통해 선택한 색상에 따라 지도화 하 

도록 설계되었다. 

· 확률 지도 (Probability Map) 

단순히 원 자료(raw rate) 1..} 각 지역별 인구 수 

에 대한 임의의 사건 발생 수를 지도화 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 위험도5)를 지도화 함으로써， 해당 지 

역의 크기나 인구 구조를 고려한 변인의 발생 패 

턴을 지도화 할 수 있다. 한편 각 지역별 질병 발 

ê; = Wj ri+ (1- κ) rj , Wj = (<pj+앙‘d η;) 

- Wj : population at risk에 관한 함수 

( 0 < Wj < 1) 

- κ 지역의 인구 

단계 2) 이론적인 설계와 달리 실제 자료에서 사 

천 확률분포(gamma dEtribution) 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 대해 사전 확률분포 

의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는 단순화 가정이 필요 

하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되면 위의 추정치를 계산 

하는 데 필요한 두 매개변수(5'. iþ)1)는 반복 실행을 

생 수나 해당 지역의 인구 수가 지극히 적거나 급 통한 최우도 추정법 (m없imum likelihα성 es미nate) 

격히 증가할 때는 값이 과장되어 나타날 수 있다. 또는 적률법 (meth<rl of moment)을 통해 추정할 수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률 지도 있다. 또한 매개변수의 추정 과정에서 지역 전체에 

(probab피ty map) 6)를 사용한다. 질병 발생은 실생 대해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 대신 이웃한 

활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포아송 지역들간의 y과 ￠를 계산할 경우， 자료의 공간적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실제 관측된 자료보다 변이를 고려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 이례적인 값을 가질 확률을 가진 지역을 지 

도에 표시할 수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 (Spa떠1 Autocorrelation) 

공간적 자기상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5) 상대적 위험도 (rl빼ve 때) = 꼴 x 100 

6) ( '" μk μj ‘ <

I ~.----‘’， Yj ξ μl 
p, '''' 1 ‘”‘ ;‘ 11 

잖 !‘월 Yi < ι 
7) ^ LY 

r 질도 
￠ - En,(rr 끼2 4 - ----~----- -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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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SAAD의 기본 인터페이스 

〈그협 3-2> 겨1 급 룹뽑방삭 

<그림 3-3> Color SpectrUrT1 

림 4-1J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간 구조를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야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와 같은 속성 

자료의 유형과 사용자가 선택한 유의성 검정 방식 

에 따라 공간적 자기상관 측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4-2J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AAD에서는 

면 단위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목 척도 또 

는 명목 척도화 할 수 있는 유형의 속성 자료에 

대 한 분석 기 법 인 Mor;없l’ 1, Geary’ C를 제 공한다 . 

. Moran’ I 

가장 대표적인 공간적 자기상관 측도로서 속성 

값의 유사도(Cij)로 두 변수간의 ‘공분산’ 을 이용 

한다는 점에서 Geary’ C와 구별된다. 

I - Z￥μlijCjj -
녔ε질ψi 

- cij; (z ‘ - z*)(Zj- z .. ) 

- 52 : L<Zj- Z*)2jη 

x~~WiiCij 
C= 2 힐칠wij a'2 

- cij: (Zi- Zj)2 

- αíj 가중치 행렬(이웃이면 1, 그 이외에는 0) 

한편， 공간적 자기상관 척도의 평가 기준은 [표 

5J와 같이 간단한 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측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의성 검 

정 방식으로는 정규분포와 랜덤 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한편， SAAD에서는 사용자의 선택 옵션에 

따라 각기 다른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며， 분석 결 

과는 텍스트 형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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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Moran'l와 Geary’C으| 해석 기준 

종류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 

랜덤하고 독립적인 상황 

부척인 공간적 자기상관 



〈그립 4-1> SAAD으| 가중치 정의 인턱펙이스 

〈그림 4-2> 공간적 자기상관 인터페이스 

@ 국지적 규모의 공간적 자기상관 (Local 

Spa따1 Assoc:iation) 

[그림 4-1J과 같은 공간적 가중치 정의 인터페 

이스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시차(떠g) 수와 거리에 

의해 산출된 가중치 행렬을 통해 각 시차 별 G. 

G* 통계 량， loca1 Mor때’ 1, 1없1 Geary’ C 둥을 계산 

한다. 다만 LISA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종 

류 메뉴에서 “L<χ외 Dis떠nce’를 선택해야 한다 . 

. G, G* 통계량 

Ord와 Ge디5(1992)는 공간적 자기상관 여부와 관 

地理學論義 第33號 (2000， 2) , 25-47 , 

계없이 국지적 수준의 공간적 상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G 통계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 

했다. 

Z씨( 이Xj- W;X< 서 
Gl이 

s( i씨 [((η- 1)SI)- W;2J/(n-2) ’ 단 ， j 츄 i 

c;<φ = 잘ω써이Xj- 따쳐 9· 단， 모든 j 
s(,y v [( (η - 1) SI/)- w;치!Cη-2)’ 

u낀(d) : i로부터 거리띠)이내에 위치한 이웃들의 값에 할당 

될 가중치 벡터 

W;= 질Wjj(φ ， j= i Sli = ￥ wi , i=f=.j, 

I씬 =~진 +Wij s;i = E ulj2 , 모든 j 

LXi 
i( z) -/-'-.-, (η- 1) 

단， j*i 

Lxi 
X"(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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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1 Moran’ I 

Anselin (1994)은 국지적 수준에서 공간적으로 군 

집된 패턴을 규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간적 자 

기상관과의 관계에 대한 각 하위 지역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량으로서， 다음과 같은 Lcχ외 

Moran’ I를 제안했다 

/j = (z;(m2)후ψijZj 

Zj Xj ‘ X Zj Xj-X 

m2=훤휠 : 분산의 추정량 
μ’ii' 행별 표준화된 가중치 행렬 

(row standardized spatial weìghd 

8) sta디onarity 확률변수에 있어서 불변성의 차원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자료의 모형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가정이다. 
즉， 공간상에 내재하는 프로세스를 모델령하기 위해 공간 구조의 평균함수(first order effect) 와 공분산 함수(second 
order effect) 를 적 절히 이용할 때 기 본적 으로 사용하는 가정 중의 하나이 다. 일반적 으로 intrinsic 앉ationarity와 stnct 
stationarity로 분류가 가능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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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외 G없ry’ C 

지수의 산출과정에서 다른 LISA 통계량과 달리 

국지적 구조(1ocal structure) 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 

구 지 역 의 ‘nonstationarityB)’ 에 영 향을 덜 받는 편 

이다. 

K Jj = 혹Wij IXj-x,l 

κl = gw” (X1-x,)2 

귀선의 형태를 단순한 선형에서 정방형 둥으로 다 

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회귀 모형의 진단을 

위해서는 잔차의 분포적 특성을 자료의 기술적 요 

약이나 QQplot 뿐 아니라 잔차의 공간적 분포 패 

턴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이나 

LISA Map 둥을 이용할 수 있다. 

SAAD에서는 회귀 모형에 적합킨 결과에 대해 

회귀션과 regr앓ongram을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RMSE(Residual Mean Square Error) 와 

이상과 같은 국지적 규모의 공간적 상관 지수들 잔차도를 사용자의 선태에 따라 제공한다. 

은 공간적 자기상관과 달리 공간적 상관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귀무 가설의 가정에 따라 측도 

별 분포 유형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각각의 측도 별 유의성 검정 방식도 차이가 

있다. 분석 결과는 테이블이나 지도 형태로 확인 

할수 있다. 

@ 단순 회귀 모형 

IV.SMD를 이용한 사례 연구 

본 사례연구는 대기 오염이 호홉기 질환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서울시 

의 25개 행정구 단위로 집계된 천식 환자와 대기 

사용자가 선태한 두 변수에 관한 회귀 모형올 오염의 분포 패턴을 탐색하고 그 상관성을 추적 

산출할 뿐 아니라 각각의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치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와 그 

를 제시하며， 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그래프 처리과정은 [그림 5]와 같이 도식적으로 요약될 

로 표시한다. 특히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적합 회 수 있다. 

i찌I 
.•.•.•. ( AroYiew GIS ) ••••••. 

; [ 기*쩍 톨1톨여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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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례 연구의 분석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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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과정및결과 

1) 대기 오염원의 분포 패턴 

[그림 6-1]과 같은 서울시의 207R 측정소에서 

1995년 l년 동안 집계된 대기오염도로부터 각 구 

별 오염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측 지점 

의 오염도를 기반으로 서울시 전역에 걸친 오염 

표면을 추정해야 한다. 이와같은 목적으로 GIS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간 방법으로는 

IDW (Inverse Distance Weight) , Spline, 

Polynominal regression과 공간 통계 학(spatial 

S때S따， geosta디S디cs) 이 론에 기 반을 둔 보간 방법 

인 크리깅9)둥이 있다. 보간 방법들은 오염원의 특 

성과 분석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데， 특히， 크리깅은 다른 여타의 보간 기법들과 달 

리 자료의 경험적 변동도( variogram) 10)와 같은 자 

료의 경험적 분포패턴 분석 결과를 근거로 가중치 

를 선택하는 보다 유연하면서도 체계적이고 객관 

적인 선형 추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 

원에 대한 일련의 분석과정은 Arc ViewGIS 3.0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섯 개의 오염원별 원 까료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각 추정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보간기법을 선택하기 위해 기술적 통 

地理學論養 第34號(1999. 8) , 25-47. 

계 분석과 변동도 분석 (vari앵ram analy외s)을 수행 

하였다. 이것은 거리 (h)의 중가에 따른 속성 값의 

상관성 변동을 의미하는 경험적 변동도를 이론적 

변동도 모형 (exponential variogram m여잉， gaussian 

〈그림 6-1> 측정소 위치 

f∞VBI빼빼) 
2.65 __ “'A"'~‘““"_"_'_.--，，_ .. _ .. ~~ …‘ 

2 • 24 ‘ / 

1.59 ..J ’ ‘-

1.06 

0.53 

0.00 
O 3851 7702 • 1552 15403 19254 

t뼈'stance) 

〈그림 6-2> Varíogram analysis 
(Spherícal Model) 

9) 크리깅(Kr엘ng) 크리깅(때맹19)은 확률변수의 공간적 변화성을 설명하는 변동도(v뻐ogram) 에 따라 선택된 가중 

치와 자료간의 선형결합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추정 량은 비편향(unb펴sedness)과 최소 분산(m뼈mun1 v없ance) 에 따라 계산된 가중치를 가지는 자료의 선형 
함수이다. 비편향은 추정오차의 평균이 O임을 의미하며， 최소 분산은 추정오차자숭(sq따re 않미na디on error) 의 평균이 

가능한 작은 값을 가지도록 함을 의미한다. 둘째， 확률변수의 공간구조를 나타내는 변동도(v때ogram)에만 의존하는 
계수를 가지고 선형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함으로서 가중치를 얻을 수 있다. 즉， 확률변수의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밟웰19은 선형결합여부에 따라 크게 삐ear와 nonlinear으로 분류하며， linear 때맹19은 각 가정에 따라 
simple kriging, ordinary kriging, universal kriging 둥으로 나뉘 어 진 다. 한편， IDW(inverse-distance weig비ng) ， 

Spline (detern삐istic splines) 그리 고 Thiessen polygons과 같은 보간과 공간 평균에 이 용되는 여 타 방법 들과 비 교하였 
을 때도， 크리깅은 다른 보간법에 비해 훨씬 유연한 방법이다. 

10) 경험적 변동도(Variogram) 연속형 자료에서 발견되는 공간적 상호의폰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용하는 탐색적 분석 
기법으로서 공간 변인이 변화하는 스케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기술적인 방법론상으로는 두 포인트의 속성 값 
에 대한 평균 편차 자승(average squared difference)을 의미한다. 한면 자료 분석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두 가지 
구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샘플링 간격의 스케일에 따른 변화성의 유무 @ 샘플링 영역에 비해 확대된 스케일에서 변화성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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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Krigíng울 이용한 

오엽표면 

〈그힘 6‘ 5> 오염표면도와 서울시 
<그힐 6-4> 산출된 오암 표편의 분산 행정구역도의 중첩 

variogram model)에 적합시킴으로써 크리깅의 이 단위 서울시 행정 구역도를 중첩시켜 각 구별 오 

론적인 공분산 모형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염원의 평균， 최대치， 최소치와 같은 통계치를 계 

각각의 오염원 중에서도 특히 TSP는 [그림 6-2J 산하는 것이다. 한편， 구 단위로 추출된 각각의 오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론적 변동도 모형 염 물질별 통계치의 상관 분석결과 NÜz와 03, CO 
(Spherica1 Mod리)에 거의 완벽히 적합하고 있다. 와 TSP 동은 강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 
한편， 이와같은 사전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오염원에 대한 다중 오염회귀모형을 산출할 경우 

kri훨19 기법을 적용시킨 결과 [그림 6-3J과 같은 공선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 전역에 대한 오염표면도와 추정치에 대한 

분산도( variance map) ( [그림 6~4J)를 도출할 수 

있었다. 

2) 천식 환자의 분포 패턴 

연령별 천식 환자의 경험적 분포와 공간적 분포 

크리깅에 의한 추정결과는 오염 표면도 뿐만 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히스토그램， 박스 플닷 둥 

니라 [그림 6-5J와 같은 오염 등치선도(contour) 의 기본적인 그래픽 도구와 분류 방식과 계급 수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서울시의 오염원별 분포 패 에 따라 달라지는 분류 지도를 이용하였다. 또한 

턴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 이와 같이 가시화를 통해 파악된 공간적 패턴과 

시하고 있다. 분석의 최종 단계는 오염 표면과 구 이례 지역 등과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간적 자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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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분석을 통해 정량화 하였다. 

[그림 7-1]의 히스토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듯이 14셰 이하와 전 연령층의 천식 환자 수는 상 

당히 정규성에 벗어난 왜곡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례적인 지역(평균 이상의 천식발병률이 나타나 

는 지역)이 존재함을 잠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천식 환자의 발병은 전체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 

집단의 분포적 특성을 고려한 상대적 위험도， 포아 

송 확률지도， 베이지언 추정도와 같은 위험도를 작 

성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천식환자의 지역적 분포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 기법 

은 공간적 이 례 지 역 (spatia1 outlier)을 보다 직 관적 

으로 추출하기에 용이한 방법이기도 하다. [표 6] 

은 위험도와 분포도를 통해 밝혀진 연령별 천식환 

자의 최대 발병 지역을 요약 정리하고 있다. 

[그림 8]의 베이지언 추정도와 이 결과를 정리 

한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5세 이상은 14 

세 이하와 전 연령층이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중랑구’， ‘성북구’둥 인접 지역에서 높은 천식 

발병률(clustering) 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도봉 

구’， ‘중구’ 등에서 상당히 높은 천식발병률을 보 

이고 었다. 또한 65세 이상의 천식환자 수는 그 

지역의 모집단 즉.' 노년충의 인국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분류도와 위험도의 비교를 통해 알 

수있다. 

연령별 천식환자수의 공간적 분포 패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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灣혔灣훨繼때j짧騎햇￥?鍵 
…，mb&1 9f~l쩌 #칸? 

〈그림 7-1> 연형별 천식환자 수의 
경험적 분포 

혔j繼W.l.J.Mi~鐵!擾總 

〈그림 7-2> 14세 01 하 천식환자 
수의 확률분포 

한편， 각 구별 집계된 천식 환자 수와 같은 계 

또 다른 특정으로는 14세 이하와 전 연령충의 천 수형 자료(count data) 의 분산은 평균과 밀접한 

식환자 발병률의 공간적 분포 패턴이 매우 유사하 상관관계를 가지며 변동한다. 이 결과 지도에 드 

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1995년 당시 러난 분포적 특성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총 2338명으로 집계된 서울시의 천식환자수 중 14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자료의 특성상 내재하는 잠 

세 이하의 연령층이 약 1229명으로서 대략 43%이 재적 위험 요인이외에도 [그림 7]과 같은 자료의 

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반 경험적 분포도를 통해 밝혀진 14세 이하와 전 연 

변에 65세 이상의 연령충 환자는 754명으로서 약 령층의 천쉬환자의 왜곡 분포는 분석 결과의 신뢰 

26%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수형 

11) mean-variance dependence 제거를 위해 count data에 주로 사용되는 변형 방식이다. 

Yi= fI때(섭짜i+Ý (Sì+ l)/nj) 

J , , 
l 

A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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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언 추정도에 의한 위험 지역 추출) 

<:그펀:j 8.‘, 1> 14쇄 01하 

펙 01 직한 추절도 
〈그텔 8-2> 65세 이상 펙이지언 <.::.1델 8-2> 65서l 이상 i셰이지언 

추장도 추정도 

표 6. 분류도와 위험도를 총해 밝혀진 위험 지역 

14채 이하 

원 자료(분류도) 동대문 > 충랑구 

상대적 위협도 
동대문 > 중랑구 

(relative risk map) 

포아송 확훌지도 

(ppoisson probability map) 
동대문 > 중랑구 

베이지언 추정도 
동대문 > 중랑구 

(bayes estimation map) 

총 인구 송파구〉 노원구 

자료 분석에서는 종종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 • 개 

선시키기 위해 해당 변수에 ‘Freeman -Turkey 

Square-R∞e1) ’ 변형을 시켜 변수의 이항정규분포 

를 보장한다(CIi않sie， N. 1989 : p.395, 549). 

상대적 위험도; 포아송 확률분포도 등과 같은 

위험도는 천식환자의 공간적 분포패턴이나 공간적 

이례지역을 추출하는데 매우 탁월한 분석기법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확률론적 접근법은 종종 이 

웃 지 역들간에 존재 하는 공간적 자기 상관을 간괴-

표 T 천식 환자수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 
지 수 (Moran' l) 

전 연 령 (5500 m) j Moran'l = 2.05 , p-value = O.39 

14 셰 이 하 (5500 m) I Moran'l = 2 뼈， p-value = 0.01 

65셰 이 상(5500 m) I Moran’ I = 0.9 I p-value = 0.366 

65셰 이상 전 연령 

송파구 > 도봉구 동대문 > 충랑구 

도봉구 > 중구 동대문 > 충랑구 

도봉구 〉중구 동대문 > 중랑구 

도봉구 > 중구 동대문 > 중랑구 

성북구 > 송파구 송파구〉 노원구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도에 나타난 공간적 패턴 

을 일반화하고 정 량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자기 

상관과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 공간적 자기상관은 

공간 구조의 정의 유형과 가중치 함수에 의해 많 

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AAD의 

이웃 정의 기준인 경계선 공유 여부와 인접한 이 

웃의 차수， 면 객체 중심점간의 거리에 대해 각각 

의 공간 이웃 구조를 정의하였고， 공간적 자기상 

관(spa없1 autåcorrelàfuori) 분석은 SAAD의 두 선 

택사항인 Moran’ I와 G않ry’ c에 대해 실시하였다. 

[표 7]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면 객체 

중심점간의 거랴(5500 m)에 대해 이웃을 정의했 

을 때， 14세 이하 연령에서 유의한 수준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14세 이하의 천 

식 환자의 경우 인접 지역에서 유사한 발생 패턴 

이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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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외에도 보다 국지적인 스케일의 공간적 

상관성을 탐색하기 위한 분석방법인 LISA(Local 

地理學論輩 第34號(1999. 8) , 25-47. 

역에서 발견되는 국지적 변이 패턴을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공간적 프로세스 모형화 

Indicator of Spa떠1 Asroc없tion)를 적용했을 때， 지 가 가능하다. 특히， 공간적 회귀 모형 (spatial 

역적 상관 구조와 위험 지역의 추출 과정을 요약 regression mode1)과 같은 복잡한 공간 모형화를 하 

하면 다음과 같다. LISA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 기 위한 탐색적 분석과정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는 지역들은 [표 8J과 같다. 전 연령과 14세 이하 수 있다. 

에 대해 ‘동대문구’ 와 ‘중량구’ 와 같이 평균 발병 

률을 초과하는 지역은 Local Moran이나 Local 

Geary 모두 (+，+)로서 정적인 공간적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의 천식 과대 발생 

지역인 ‘중구’의 경우， 각각의 지수가 ( -，+)로 부 

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공간적 이례 지역 추출 이 

외에도 이와 같은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 

3) 오염원과 천식 환자 수의 상관 분석 

이상의 분석 결과 산출한 구별 오염도의 통계치 

(최대， 평균)와 연령별 상병 환자수의 상관 분석 

(Pearson’ s corr밍ation)은 [표 9J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편， [표 9J에서 알 수 있듯이 구별 오염원 

과 천식환자수의 높은 상관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각각의 연령대별로 유의한 수준의 

표 8. LlSA훌 통한 위험 지역 추출 

local Moran local Geary 

동대문구 0.85(1.97) 14.8(3.35) 

전 연령 중랑구 0.12(2.07) 2.84(1.68) 

충구 -0.57(-2.21) 7.94(-2.21) 

송파구 0.90(1 ‘78) 2.27(1‘78) 

65셰 이상 도붕구 0.57(1.68) 2.84(1.67) 

종로구 -0.93(-2.78) 8.06(-2.78) 

동대문구 0.5414(3.469) 2.789( 1.91) 

14셰 01 하 충항구 2.026(1 .909) 13.56(3.49) 

중구 -0.666(-1.864) 7.08(-1.86) 
-‘--“‘一 ‘*“*“‘a 一*““‘----‘-

( LlSA map ) 

[.:1.델 9-1J 14세 Oi하 
Loca’ Moran map 

[.:1링 9-2165써 01 쌍 
Local tvloran rnap 

, ‘ ) A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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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성을 보이는 오염원으로는 CO(14세 이하) , 과 천식 환자수사이의 직접적인 상관성을 기대하 

SÜ2(65세 이상)， TSP(전 연령) 둥을 꼽을 수 있다. 기는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식환자 수와 

표 9. 오염원과 천식 환자수의 상관 분석 (Pearson’ Correlatíon T est) 

0 3 N02 

。3 1.00000 

N02 0.75295 1.00000 

c。 0.38829 0.42083 

502 0.27391 0.08212 

TSP 0.09276 0.24861 

14 셰 이하 0.01530 0.17926 

65 셰 이상 0.12244 0.09468 

전 연-령 0.08859 0‘ 18425 

4) 오염 회귀 모형(Pollutant Regreæion M여el) 

천식 발병에는 직업이나 소득 수준과 같은 사 

회 · 경제적 지표， 유전적 요인， 대기 오염 이외의 

많은 교란 변인 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염원 

표 10. 오염 회뀌 모형 

y = 71 1.9E폈5 -1.2901X 

J?2 : 0.311, RMSE : 76.31 , df : Z~ 

전연령 y ::: 44.1.20-1.3X + 15.2Xl (Xl : SOz) 

R2: 0.41, RMSE : 72.05 df: 22 

>~ 의 증가량 : 0.1 (약 10%) 

y ::: 469.72 - 1.17X 

R2 : 0.267 , RMSE : 76.91 df : 2.1 

y ::: 292.42 '-l.50X + 15.2Xl (Xl : CO) 
14셰이하 

R2 : 0.42, R.t\t1SE : 70.21 df : 22 

>Jt!- 의 용가량 : 0.153 (약 1.5%) 

y 쩌7.5 - 0.21X 

R2 : 0.0:3. HMSE : 44.71 df : 쩌 

65셰이상 
y :c 781.60 _. 0.24X _. 8.12Xl(Xl : TSP) 

R2 : 0.1 0, RMSE : 44.94 df : 22 

>~ 의 증가량 : 0.7 (약 7%) 

CO TSP 

1.00000 

0‘ 34620 1.00000 

0‘ 41334 0.18778 1.00000 

0.3때72 0.21324 0 ‘ 25394 

0.06507 0.21250 0.25031 

0.22291 0.32571 0.15987 

오염원간의 회귀 모형을 통해 두 변인간의 상관성 

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구별 소득세를 설명 변수로 설정하여 

기본적인 경제적 변인을 제어한다. 한편， 14세 이 

하와 전 연령층에 대해서는 동대문구를 이례적인 

지역으로 처리하여 회귀모형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은 자료의 변형과 이례지점의 제외 과정을 통해 

변인들의 정규성과 독립성 둥과 같은 회귀 모형의 

기본가정을 준수하도록 처리한 후， 종속 변인(변 

환 처리된 구별 천식 환자 수)에 대해 ‘소득세’라 

는 설명 변인을 적용함으로서 기본적인 교란 요인 

을 제거한다. 일단 기본적인 교란 변인이 ‘소득 

세’라는 경제적 변인으로 설명되었다는 가정 하에 

3)절의 상관 분석에서 추출된 유의한 오염원을 설 

명인자로 추가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는 [표 10]에 정리되어 있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설명 변인으로 오염원을 추가함으로서， 

전 연령층에 대해 CO는 약 10%의 설명력을， 14세 

이하의 연령층에 대해 TSP는 약 16%의 설명력 

을， 65세 이상의 연령에 대해 S02는 약 11%를 설 

(X: 소득세) 명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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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차 분석 

마지막으로 오염원과 천식 환자 수와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도출해낸 4)절의 오염 회귀 모형에 

대해 정확한 추론을 하기 위해 잔차분석과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의 잔차에 

서 발견되는 공간적 자기상관은 일반 회귀모형의 

통계적 추론에 대한 유의성을 약화시키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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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GIS환경 내에서 지리적 자료분석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분석기법들을 자료와 분석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기법들은 지리적 자 

료의 공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정교한 공간요 

소 처리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그래 

만， 연구 대상 지역의 공간적 프로세스를 선형 공 프나 지도와 같은 그래픽요소로 가시화 할 수 있 

간 회귀 모형(뼈없1 autoregr없ve prlα:ess)에 적합 는 특징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공간통계 기법들 

시키기 위한 준거 (Criteria)설정 과정으로 이용될 의 분류를 통해 GIS환경 내에서 면 단위 자료를 

수도 있다. 따라서， 최적의 통계적 예측 모형 12)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분석과정이 

분석하기 위한 일련의 분석기법들을 선별할 수 있 

었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표 11]에서 알 수 있듯 둘째， 지리적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GIS환경 내 

이 연령별 오염 회귀 모형의 잔차에 대한 공간적 에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통계모률과 

자기상관 분석 결과 유의한 수준의 공간적 자기상 GIS의 연계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한편， 그 세부 

관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적인 구현 내용에 있어 현재까지 제시된 연계 방 

표 11. 획귀 모형의 잔차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판 
지 수 (Moran’1) 

전 연형 (5500 m) Moran’I = 0.45 , p-value = 0 많21 

14셰 이 하 (5500 m) Moran’I = 1.5 , p-value = ú.l33 

65빼 이 상(5500 m) Moran’I = 0.23 , p-value = 0.821 

V. 결 론 

본 연구는 GIS를 활용하여 지리적 자료， 특히 

사회 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센서스나 행정 

구역별로 집계되는 면 단위 자료에 대해 통계적 

공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그 목적 

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지리적 자료의 ‘공간 효과’ 

를 고려한 공간통계 기법들을 사용자가 손쉽게 접 

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분석도구 

(SAAD)의 마련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안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두 모률간의 진정한 동 

적인 상호작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환경 조성 메카니즘을 모색하였다. 

셋째， 이질적인 환경의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접 

근하여 공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체적인 시스댐 구조를 일반 

www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www 
웅용프로그램으로 설계 • 구현하였다. 

이외에도 GIS와의 연계를 통해 공간적 요소의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 통계적 분 

석절차를 위셋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설계 

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의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의 상관성을 살펴 

보는 사례연구에 SAAD를 적용하여 공간 차원을 

고려한 시범적인 통계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 

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완할 수 있었다. 즉， 대기 

오염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가 공간차원을 고 

려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천식환자의 국지적 변이와 지역별 대기오 

12) “rec띠sive and BLUE(Best Linear Unb펴않dE앉irna디on) procedure" (Ripley, 1981,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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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과의 상관성 확인은 보다 마이크로스케일에서 

대기오염의 호흡기 질환에 관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다양한 스케일의 자료 수집과 설득력 있는 설명변 

수의 유입， 시간차원 동을 고려한 시공간 예측 모 

형의 산출은 대기오염원의 변화에 따른 호흡기 질 

환 발생과 관련된 연구에 많은 도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로 도출한 ‘면 단위 자료 

의 통계적 공간분석 도구(SAAD)’는 지리적 자료 

의 특성을 고려한 이론적인 공간통계 분석기법들 

을 GIS환경 내에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방 

식의 공간 구조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시범적 

인 GIS의 공간분석 도구로서， 앞으로 공간적 회귀 

모형과 같은 보다 정교한 공간 분석 이론들을 추 

가 · 보완함으로써 공간정보과학으로서 GIS의 입 

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후에 데이터베이스와 공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의 연결구조로 확장될 경우， 현 시스탱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연산 처리 

속도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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