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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면형 데이터와같은사회 • 경제적 자료의 연구에서는포인트 데이터의 장점으로 인하여 중심과같은포인트 데이터 

로 변환하여 분석하게 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센트로이드와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심들을 도 

출하고 각 중심들의 차이를 경험적 방법을 통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인구를 대상으로 데이터의 수준 및 구하 

는 방법을 고려한 센트로이드 및 대안적인 중심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중심의 특성을 누적인구모형， RMSE, 공간적 자기상 

관 지수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시 각 구단위 중심을 도출한 결과 데이터 분포 특성으로 인하여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중심간 특성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구에서 데이터의 분포를 반영한 중심과 센트로이드간 차이가 크 

게 나타났으며 Moran’ s 1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 역의 공간구조 및 상호작용을 연구할 

경우 센트로이드가 아닌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을 사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면형데이터， 센트로이드， 중심， 누적인구모형， RMSE，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 

ABSTRACT : The study is analyzing society and economic data uses areal data aggregated by 

administration districts. Areal data is often converted into point data because point data is more simple than 

areal data in terms of control and analysis. This study aimed to find center of areal data and compare the 

centroids of shape to alternative centers which consider data distribution. The database is consisted of 

population of Seoul assigned to buildings. Through this process , centroid and alternative centers are 

searched and each character is evaluated by the accumulation population model , the RMSE(Root Mean 

Square Error) and the spatial autocorrelation. Searched centers are c1assified to three cases. The results of 

comparing centers show differences between centroid and alternative centers. This study uses Moran’ s 1 

which is representative index of the spatial autocorrelation. Moran’ s 1 using centroid has quite difference to 

Moran’ s 1 using alternative centroid because centroid disregarding data distribution leads to underestimates 

or overestimates spatial structure and interaction. Therefore this discussion is meaningful in that regional 

analysis should use altemative centers considering data distribution 

Key words : areal data, centroid, center, accumulation population model , RMSE, spatial auto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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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형데이터의 중심 선정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사회 • 경제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연구에 

는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된 면형데이터가 주로 사 

용되고 있다. 이러한 면형 데이터의 분석은 내삽 

또는 거리의 weighted matrix를 이용한 분석과 같 

이 연구방법과， 형태에 따라 중심과 같은 하나의 

포인터로 대표되어 분석된다. 면형 데이터를 포인 

트 데이터화 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포인터 데이터 

가 (x, y)의 형태로 표현되므로 면형 데이터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많은 분석 알고리즘이 포인터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Lee & Wong , 

2001). 

면형 데이터를 요약한다는 것은 데이터의 주된 

특정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의 손실을 감안하여 대표를(이하 중심) 뽑는 

다는 의미이다. 또한 다양한 중심이 존재할 수 있 

으며 모든 정보를 손실 없이 나타낼 수 있는 중심 

은존재하기는힘들다는함의를가진다. 따라서 가 

장 좋은 중심이란 데이터의 특정을 잘 나타내 주면 

서 데이터의 정보손실이 가장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데이터의 정보란분석대상으로하고 

있는 데이터의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모두 포함 

한 것이다. 속성정보만을 고려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분석의 대상인 데이터가 공간객체이 

기 때문에 공간정보가 중요하며 또한 속성정보는 

개별 데이터의 분포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Haining, 1990). 따라서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모두고려한중심이 대표성이 높은중심이라할수 

있으며 이 러한 대표성이 높은 중심을 이용하여 분 

석하는 것은 데이터의 공간패턴과 상호작용을 밝 

히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심을 가지고 행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는 데이터의 대표성에 대한 고려 없이 행정구역의 

기하학적 중심을(이하 센트로이드) 사용하여 분석 

하고 있다. 특히 인구분야에서는 1920년대와 1930 

년대에 구소련의 지리학자 스비아틀로프스키 

(Sviatlovsky )에 의해 인구분포를고려한중심을구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실제 

적인 연구에서 이를 이용하거나 다른 중심과의 차 

이를 밝히려는 연구는 미비하다. [표 1]은 중심을 

이용한 연구 중 일부 사례이다. 

〈표 1) 센트로이드를 이용한 연구사례 

열구자 염f뚱 헐구차|훌 ￡훌앓〈썼펙§、 꽤활 
광역도시권 도시구조의 변화에 센트로이드를 이용한 공간구조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인천광역 

서종국 1997 
관한연구 시의도시공간구조분석 

남광우 인구밀도 및 인구잠재력의 공 센트로이드를 이용한 인구밀도 모형과 접근성을 이용한 인구 

이성호 
2001 

간적 변동성에관한연구 잠재력의 공간적 변동성 분석 

전명진 
비모수적 방법을 통한 서울의 두 지역간의 센트로이드간 거리를 이용한국지 가중회귀모형 

2003 
고용중심지 변화분석 을 이용하여 중심지 후보식별 및 고용중심지 변화 분석 

Measuring Population 

남상우 
2003 

Potentials Using Census 센트로이드와 최근 접한 도로 노드에 인구를 할당한 후 네트 

이석환 Data in a Network GIS 워크 분석을 통하여 인구잠재력을 측정 

Environment 

0 ’ Kelly& 
2001 

Changes in Regional 
센트로이드의 거리를 이용하여 인구패턴의 변화분석 

Horner Populati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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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구조의 변화나 인구 

의 변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연구단위지역의 센 

트로이드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인구와 같은 경우 

에는 단위지역 내에서 공간적으로 불균등한 분포 

를보인다는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오래전에 제시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논문에서도 인구의 분포를 

고려하지 못하는 행정구역의 센트로이드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다. 지 역 연구에 센트로이드가 사 

용되는 이유는 센트로이드가 행정구역도 이외에 

데이터의 분포를 반영하는 정보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센트로이드를 구하는 계산ò] 비교 

적 간편하다는 편의성과 데이터의 분포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방대하고 다양한 지리정보가 축 

적되고 정보의 질이 높아졌으며 GIS기술이 발달함 

에 따라 필지나 건물 데이터와 같이 최하위의 데이 

터에 대한가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데이터의 공 

간성과 속성을 반영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과학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활발히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S와 다양한 지 리정보를 활용 

하여 데이터의 공간성과 속성을 고려한 면형데이 

터를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방법 

에 의해 도출된 중심들의 가치와 특성 및 기존의 

중심과의 차이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연구질문을설정하였다.첫째，지역을대표할 

수 있는중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수 있는가? 

기존의 연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센트로이 

드이외에 데이터의 분포를고려하여 구할수 있는 

중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둘째， 구하여진 

중심들간대표성을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비 

교할수 있는가?셋째 데이터의 분포를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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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기존의 중심을 이용한 연구와 어느 정도의 

차이를가지며，지역연구에 있어서 어떠한차이가 

있는가?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인 인구를 대상으로 기존의 센트로이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을 구하고 이렇게 구하여진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이 센트로이드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 

는지 Root Mean Square Error(이하 RMSE) , 누적 인 
구모형，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를 이용하여 성질과 

특성을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내용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 

게 3가지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서울시 

인구를 대상으로 센트로이드와 이것의 대안으로 

서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인구중심을 도출하였 

다. 둘째， 센트로이드와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성질 및 특성을 비교하고 유형화하기 위하 

여 누적인구모형， RMSE ,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를 

이용하였다. 셋째， 중심을 찾는 방법을 체계화 하 

였다. 

3. 연구 대상 지역과 연구 자료 

데이터의 분포는 지역의 공간단위와 그 배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데이터 

분포의 특정에 따라중심의 선정에 차이가 있을수 

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분포를 예로 하기 때 

문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으며 가장 많이 연구 • 분 

석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료는 서 

울시 구별 • 동별 행정구역 shapefile, 1: 1000축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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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형도， 서울시 새주소사업 데이터， 통계청 

2000년도 센서스 자료이다(구별 인구， 동별 인구， 

통별 주택유형별 가구호수). 

4.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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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흐름도 

5.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줌심 찾기 

1)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000년 각 동별 인구 및 가구 센서스 자료， 

1: 1000축척의 서울시 수치지형도 및 서울시 새주 

소사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에 사용될 데이터 

베 이스를 구축하였다. 각 건물별 거주 인구수 데이 

터의 획득이 용이하지 않아하나의 동의 인구구조 

는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동의 총인구수를 각 주 

택 유형별 호수의 합으로 나누어주고 각 주택 유형 

별 호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인구를 할당하였다. 다 

음 [수식 1]는 동의 주택유형별 인구 가중치를 할당 

하는식의예다. 

수치 지형도에는 청와대 주변 총 8개동 수치지형 

도에 빠져 있는 종로구의 동은 교남동(건물 

수:1749 ， 인구:8286) ， 부암동(건물 수:1903 ， 인 

구:11306) ， 무악동(건물 수:449 ， 인구:8582) ， 효자 

동(건물 수:1882 ， 인구: 10958) , 사직동(건물 

수:2491 ， 인구:7679) , 청운동(건물 수:810 ， 인 

구:472 1)， 삼청동(건물 수:1414 ， 인구:4934) ， 종로 

1 ，2 ，3 ，4가동(건물 수:4832 ， 인구:6015)이다. 총 인 

구수 62481명， 건물 폴리곤 총 155307R가 빠져 있 

어서 서울시 새주소 데이터에서 이를 보완하였으 

나 새주소 데이터에는 건물들의 용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 동에는 가중치를 건물의 종류별로 부 

여하지 못하고 동별 인구를 동별 건물수로 나눈 값 

을 일괄적으로 할당하였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단 

독주택， 연립및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폴리곤 

10403347R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 연 

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처리， 관리하고 

지도화 할 수 있는 ArcGIS 와 Moran’ s 1지수를 구 

하기 위한 GEODA， 데이터의 분포를 3D로나타내 

기 위한 Surfer,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인 VBA를 

이용하였다. 

/ 동총인구수 

단독주택 인구7}중치=( 단독7규호수+연립및다세대7규호수 
、 +아파트가구호수 

×단독까호헤÷단닦택건물수 

〈수식 1) 각 건물 포인트에 할당된 가중치를 구하는 식(단독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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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의 도출방법 

(1 ) 데이터의 수준에 따른 구분 

.. 섣)쪽숙 
‘ 했였었JI[훌{했B 

i 훌 햄핸원01뿔製 확훌함 빨 훌웰 

한f뽑훌훌JI[를월JE쌓 

$ 혔‘$ 

/ -----

I .. 뺑￡훌훌 q없혔 

〈그림 2) 데이터의 수준에 따른 구분 

구단위의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의 수준은 상위 

집계 데이터，하위집계 데이터，마이크로데이터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의 마이크로 데이터는 

집계 이전의 원자료를말한다.구별중심을구하는 

방법으로 첫째， 가장 상위의 집계데이터로 구차원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별 중심을 구하는 방법이 

다. 여기서는 구 행정구역도를 사용하였다. 둘째， 

하위 집계데이터로 동단위의 데이터로 구별 중심 

을구하는방법이다. 여기에는통행정구역도를사 

용하였다. 이 방법은마이크로데이터가없고하위 

행정구역의 데이터만이 있을 경우 하위 행정구역 

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하여 구의 중심을 구할 수 있 

地理學論養 제47호 (2006.2) 

다. 동은법정동과행정동중행정동을사용하였는 

데 그 이유는 행정동이 인구분포를 간접적으로 반 

영하기 때문이다. 행정동은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행정상의 편의에 의하여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이 

다.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의 넓이보다는 주로 인구 

의 증감에 따라 여러 개로나뉘거나하나로묶이기 

때문에 인구의 분포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셋째， 가장 하위수준이자 마이크로 데이터인 서울 

시 각 건물 포인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 적용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 

여기서 사용된 방법들에는 기존의 행정구역의 

센트로이드를 구하는 방법과 대안적 중심을 구하 

는 방법으로 mean 중심을 구하는 방법과 median 

중심을 구하는 방법 , 그리고 5% 절삭 후 mean 중 

심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센트로이드를 구하는 방법 

행정구역의 센트로이드는 모든 평면의 질량이 일 

정하다고 가정하고 중심을 구하는 방법이다 

[수식 2]는 행정구역 shape을 구성하고 있는 vertex 

의 의 좌표와 shape의 넓이를 이용하여 센트로이드 

를 구한다 v'ε.rtex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분포한다 

면 vertex의 mean 중심을 센트로이드혹 할 수도 있 

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veπex수에 영향을 받아 

vertex가 많은 곳으로 센트로이당} 치우치게 되므 

로 이러한 영향을줄이기 위해 고안된 식이다. 

~ Mean 중심을 구하는 방법 

mean 중심은 포인트들의 위치 즉， (x , y)의 평균 

이다. mean은 대표값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화된 

지표로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고 쉽다 하지만 

mean은 이상값에 민감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측정 

또는 입력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가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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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3) mean을 구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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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4) 구의 median 중심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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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ean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가중치 없이 구하 

는 방법과 가중치를 주어 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합을 포인트 

의 개수로 나누어 구한다. 

@ Median 중심을 구하는 방법 

median 중심은 데이터 내에 이상값이 있을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데 

이터 분포의 유형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비대 

칭 자료의 대표값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일차원 

에서 median 중심을 구할 경우 각 값을 크기순서 

로 배 열한 다음 중앙항이 갖고 있는 값을 median 

값으로 정한다.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일 때 

median은 두 개가 된다 이차원에서 median 중심 

을 구하는 방법은 I수식 4]과 같다. 이 식의 (uO , vO) 

는 포인트의 mean 중심의 x， y값을 각각 대입하여 

식을 반복 계산하는데 (ut-l , vt-l)과 (ut, vt)의 거리 

가미리 지정한 일정거리 이하가되면그 (ut，따)를 

地理學論養 제47호 (2006.2) 

median 중심으로 한다. 

@5% 절삭 후 mean 중심을 구하는 방법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구한 구의 mean 중심을 기 

준으로 각각의 동의 센트로이드 또는 건물 포인트 

까지의 거리를구하여 거리가가장멀리 떨어져 있 

는 포인트를 제거한 후 mean 중심을 다시 구하는 

방법 이다. median 중심은 최외각의 특이점의 영향 

을 줄이는 방법 인 반면 절삭의 방법은 최외각의 특 

이점의 영향을 제거하여 중심 위치의 왜곡을 줄여 

줌으로써 대표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거리가 가장 먼 5%의 포인트를 제 

거한 후 mean 중심을 구하였다. 

3) 서울시 구별 중심의 도출 

(1 ) 행정동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한 구의 중심 도 

출 및 시각적 확인 

,. 파，/듭 「쨌뼈없뼈an깅없뼈 r-~훌R빼~-'r-No 뼈빼* 

---‘---+ r U혈\9 앙.i>홉ea ‘얘 r ~~~~~~-- ~C야def ---Ì 1........ W화~ 
x ’n~엉net1k; 

No we뺑* 

쳤總체 1l0lEi웠19St훌월짧쨌%πt ‘ M9.뻐 (:tlf빼 
C엉twrtrimmcd 

’ j 

*혹~ 

혔h뼈빼g 폐뽑앞號 
Now뤘항i 

u렐1ge뼈\00‘dn9 ‘ Jf ___ ←→ι l 
9쨌nelJk: 짧lteft혀mr’옵d - ..-. .... ,,"'" L- 빼敵 

하혐칩J흩 〔톨찌터 

---------

n‘。13로 I:lI OIE폐 

〈그림 3) 데이터의 수준별 구하는 방법별 도출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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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하여 구한 구 중심의 중심별 기호 

훌훌웠 繼醫繼繼警J찢Jf훌훌 餐훌풍 ;。、、 λz‘δ/ι ε、yχ“?‘ / 、 、、‘선‘ ; 、 ’ρ 、 δ ιιι/‘、‘\δ‘찢§ :쩡 
ιιτ 

행정구역 shape의 센트로이드 Geo 
각 동 센트로이드의 Mean 중심(가중치 없음) SSMNW 

각 동 센트로이드의 Mean 중심(인구 가중치) SSMPW 
각 동 센트로이드의 Median 중심(가중치 없음) SPMENW 
각 동 센트로이드의 Median 중심(인구 가중치) SPMEW 

5% 절삭된 건물 포인트의 (가중치 없음) Mean 중심 (가중치 없음) STNWNW 

5% 절삭된 건물 쏘인트의 (가중치 없음) Mean 중심 (인구 가중치) STNWPW 

5% 절삭된 건물 쏘인트의 (인구 가중치) Mean 중심 (가중치 없음) STPWNW 

5% 절삭된 건물 쏘인트의 (인구 가중치) Mean 중심 (인구 가중지) STPWPW 

廠g

ι~， 

강JH 

• 

o UH$ $ _-==-__ Kfom었itf'S 

Geo 。 앓&용￦ '> PMP빛’￥ Pt<J플PW T확색함W • TP빼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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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한 구 중심 

-134-



행정동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하여 각 구당 총 9개 

의 중심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인구중심들을 살펴 

보면 기하학적 인구중심과 인구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이 모두 모여 있는 경우와 기하학적 중심과 인 

구분포를 고려한 중심 이 양분된 경우， 그리고 모든 

중심이 분산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센트로 

이드와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심이 모두 모여 있는 

구는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이다. 센트로이드와 인구분포를 고 

려한 중심이 양분된 구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이며 모든 중심이 분산된 구는 마포구， 서초구， 중 

구이다. 

센트로이드와 거 리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구 중 

심은 서초구의 Sπ애TNW로 3130m이며 중심들 간 

의 표준편차가 가장 큰 구는 서초구로 994.77m이 

고 가장 작은 구는 양천구로서 57.06m이다. 서초 

구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중심이 센트로이드와 거 

리차가 크고 분포를 고려한 중심 간에도 거리차이 

를 보인다. 양천구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중심이 

거의 모여 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도봉구，노원 

地理學論義 제47.호 (2006.2) 

구， 강북구， 서초구， 관악구， 종로구， 서대문구와 

같은 구에서는 센트로이드에 비해 인구분포를 고 

려한 중심들이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방향으로 중 

심들이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 역 

내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센트로이드와 인구 

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초구와 같은 경우에는 

구의 기하학적 형상이 길고 구의 중앙을 가로지르 

는 우면산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편중되어 분포하 

므로 차이가 특히 크다. 종로구와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과 인구분포의 특성으로 인하여 센트로이 

드와 마찬가지로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심도 산위 

에 찍히게 되므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분포를 고 

려한 중심들은 인구분포가 많은 쪽으로 이동하였 

음을확인할수있다. 

(2)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구의 중심 도출 
서울시 건물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구별 총 117R 

의 인구중심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중심을 살펴보 

면 동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하여 구한 중심과 비슷 

〈표 3) 건물 포인트를 이용하여 구한 구 중심의 중심별 기호 

l:!훌옳 었흩얄1.11률훌옳 01옳하0:1 꾸휩 구 醫설~ 짧합 자호 

행정구역 shape의 센트로이드 Geo 
각 동 단위 포인트의 Mean 동 중심을 이용한 중심(가중지 없음) SMNW 
각 동 단위 포인트의 Mean 옹 중심을 이용한 중심(인구 가중치) SMPW 
건물 포인트의 Mean 중심(가중지 없음) PMNW 
건물 쏘인트의 Mean 중심(인구 가중치) PMPW 
건물 쏘인트의 Median 중섬(가중지 없음) PMENW 
건물 쏘인트의 Median 중심(인구 가중치) PMEPW 
5% 절삭된 건물 쏘인트의 (가중지 없음) Mean 중심 (가중지 없음) TNWNW 
5% 절삭된 건물 노인트의 (가중치 없음) Mean 중심 (인구 가중지) TNWPW 
5% 절삭된 건물 포인트의 (인구 가중치) Mean 중심 (가중치 없음) TPWNW 
5% 절삭된 건물 포인트의 (인구 가중치) Mean 중심 (인구 가중치) TPW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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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건물포인트를 이용여 구한 구 중심 

한 양상을 보인다. 센트로이드와 인구분포를 고려 

한 중심이 모두 모여 있는 구는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등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센트로이드와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 

심이 양분된 구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성통구， 성북구， 영 

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등이 있다. 모든 중심이 분 

산된 구는 강서구， 마포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등이있다. 

분산된 경우에는 동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하여 구 

한 구의 중심과 마찬가지로 몇몇 구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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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행정구역의 장축과 비슷한 방향으로 길게 늘 

어서 있다. 센트로이드와 거리차이가 가장 많이 나 

는 구는 서초구의 PMePW.로 3040m이다. 중심들 간 

표준편차가 가장 큰 구는 서초구로 842. 16m, 가장 

작은 구는 동작구로 119. 16m이었다. 동의 센트로 

이드를 이용하여 구한 중심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 

나중심간분산의 정도는커졌다. 개개의 포인트자 

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중심선정이 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하여 구한 중심과 차이가 많이 나는 구는 강남 

구， 강서구， 용산구， 중구가 있다. 



6. 실제 연구 • 분석에서 중심의 대 
표성평가 

실제 연구·분석에서 중심의 평가는 누적인구모 

형 , RMSE ,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를 이용하였다. 

1) 누적인구 모형을 이용한 중심의 대표성 

평가 

각각의 중심을 기준으로 일정 반경씩 증가승운 동 

섬원을 그려나가면서 동심원에 포함되는 누적인구 

수를비교하는방법이다. 데이터의 분포를잘반영 

하는 중심은 중심에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다른 중 

심보다 기울기가 급한 증가를 보인다. 다음 [그림 

1써는 이러한 방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1 ) 동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하여 구한 구 중심의 

누적인구모형 

각각의 중심에서 반경을 10m씩 증가시키면서 포 

함되는누적인구수를구하였다. 각중심의 특성에 

따라서 기울기와 총인구 도달거리의 차이가 있다. 

각 구의 누적인구모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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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누적인구모형을 이용한 대표성 평가 

그래프가 모여 있는 경우로서 지 역 내 장애물01 없 

고， 인구가 거의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는 구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구로는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 

구， 동작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중랑구 등 

이 있다. 둘째 , 센트로이드와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누적인구모형의 그래프가 양분된 경우이 

다. 이러한 구는 대부분 인구의 분포가 산이나 개 

발제한구역과 같은 장애물로 인한 제약이 있어서 

인구가 공간적으로 편중된 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모두 센트로이드보다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누적인구모형의 기울기가 크다. 총인구수의 도달 

거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인구분포가 한 방 

향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인구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게 되는데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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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든 누적인구모형이 모 
여있는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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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센트로이드와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누적인구모형이 양 

분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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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모든 누적인구모형이 
분산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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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누적인구 퍼센트에 따른 최초 도달 중심(동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하여 구한 구 중심 이용) 

강남구 SPMEN STNWNW STNWNW Geo 

강동구 STNWNW SSMPW SSMNW Geo 

강북구 SPMEPW SPMEPW SSMPW SSMPW 

강서구 SPMEPW SSMPW SSMPW SSMPW 

관악구 SPMEPW SSMPW SSMPW SSMNW 

광진구 SPMEPW SPMENW STNWNW STNWNW 

구로구 SPMENW SSMNW Geo Geo 

금천구 Geo SPMEPW SSMNW SPMEPW 

노원구 SPMEPW SPMEPW STNWNW SPMEPW 

도봉구 SPMENW STNWPW SSMPW SSMPW 

동대문구 SPMEPW SSMNW SPMEPW Geo 

통작구 SPMEPW STPWNW SSMPW STNWPW 

마포구 SPMENW STNWPW STNWPW SSMPW 

비해 행정구역의 센트로이드는 모든 지역까지의 

도달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기 때문에 총인구수에 

먼저 도달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서초구이다. 

따라서 총인구수의 도달거리는 중심의 대표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누적인구모형의 그래프가양분된구 

로는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도 

봉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가 있다. 셋째， 모든 그래프가 분산 

된 경우인데 마포구와 중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2) 건물 포인트를 이용하여 구한 구 중심의 누적 

인구모형 

[그림 10, 11 , 12]에서와 같이 동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한 구 중심의 누적인구모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에서 동의 센트로이드 

를 이용한구중심의 누적인구모형에 비해 분산의 

서대문구 SPMEPW STPWNW STPWNW Geo 

서초구 STNWNW SSMPW SSMNW Geo 

성동구 SPMEPW Geo Geo Geo 

성북구 SPMENW SSMPW SSMPW SSMPW 

송파구 STNWNW STPWPW STPWPW STPWPW 

양천구 SPMEPW SSMNW SSMNW SSMNW 

영등포구 SPMEPW STNWPW STNWNW SSMNW 

용산구 SPMENW SSMPW SSMPW SSMPW 

은평구 SPMENW STNWNW STNWNW SSMNW 

종로구 STPWNW SSMPW SSMPW SSMPW 

중구 SPMEPW Geo Geo Geo 

중량구 STNWNW I SSMPW SPMEPW SPMEPW 

정도가 커졌다. 그 이유는 최하위의 데이터를 사용 

하였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를 좀 더 세밀히 반영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구한 구 중심의 누적 

인구모형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째，모든누적인구모형의 그래프가모여 있는유형 

이다. 이 러한 구에는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 

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중랑구 등이 있다. 둘째， 

센트로이드와 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누적인구모 

형 그래프가양분된유형이다. 이러한구에는강동 

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도봉구， 서초 

구， 영등포구， 은평구가 있다. 셋째， 모든 누적인구 

모형 의 그래프가 분산된 유형 이다. 마포구， 성동 

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이 있다. 

모든 그래프가 분산된 경우에서는 동의 센트로 

이드를 이용하여 구한 구의 중심의 인구누적모형 

보다 구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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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인구가거주하지 않는지역에찍히게 되 

어 누적인구모형의 그래프가 분산되었다. 특히 용 

산구와 같은 경우에는 반경 1900m지점에서 그래 

프가 양분되는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인구분 

포가 2개의 강한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구는한개의 중심으로대표하기에 

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중심이 산과 같 

은 장애물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은 것과 데이터의 

분포를 좀 더 세밀히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성동구， 용산구와 같은 경우에는 구의 중 

앙에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고 인구 

분포를 고려한 중심들은 모든 인구분포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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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모든 누적인구모형이 
분산된유형 

〈그림 11) 센트로이드와 인구분포 
를 고려한 중심의 누적인구모형이 

양분된유형 

〈그림 10) 모든 누적인구모형이 모 
여 있는유형 

〈표 5) 누적인구 퍼센트에 따른 최초 도달 중심(포인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한 구 중심) 

.!r폈휩;홈 I더챔흩쩌t 없餐 활깅효 흉닮 變힐 
ι 

￡F했싼격1 표|협!흩흩關 확警 최경옳 훌훌찮 쏠짧 
GU_Name 〔훌UJ해arr폈 

50% I 9繼 1 9짧 99% 50% 90% 95% 99% 

강남구 PMEPW TNWNW PMPW Geo 서대문구 PMEPW TPWNW SMPW Geo 

강동구 PMENW PMPW SMNW Geo 서초구 PMEPW SMPW TNWNW Geo 

강북구 PMPW TNWPW PMEPW PMPW 성동구 PMENW Geo Geo PMPW 

강서구 TNWPW SMPW SMPW SMPW 성북구 SMNW PMENW PMENW PMENW 

관악구 TPWNW SMNW SMPW SMNW 송파구 SMNW TPWNW TPWNW PMENW 

과。~γτ TPWPW TNWPW TPWNW PMNW 양천구 Geo PMNW TNWNW PMNW 

구로구 TNWNW SMNW Geo Geo 영등포구 PMEPW PMPW SMPW SMNW 

금전구 Geo TNWPW SMNW PMNW 용산구 TNWNW SMPW SMPW Geo 

노원구 PMENW PMEPW TPWNW PMPW 은평구 SMPW TPWPW TPWPW PMNW 

도봉구 PMNW PMNW SMPW SMPW 종로구 PMENW SMPW SMPW SMPW 

동대문구 PMEPW Geo Geo Geo 중구 PMEPW Geo Geo Geo 

동작구 PMEPW TPWNW PMNW PMNW 중랑구 PMNW TPWPW PMPW PMPW 

마포구 PMEPW TPWPW PMPW PM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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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종로구는 산이라는 장 

애물과 토지이용 그리고 제한요인에 의하여 인구 

가 특이한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종로구 

의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심들은 다른 구와는 다르 

게 산위에 분산되어 찍히게 되며 누적인구분포곡 

선 또한 분산되어 나타난다. 중구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구의 동서에 각각집중되어 분포하고 있고 

중앙부분에 몇 개의 군집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인구분포의 특징 및 중심을구하는방법의 

특성에 의해 구의 장축방향으로 중심들이 늘어선 

모양을 갖게 되고 누적인구모형의 그래프 또한 분 

산되어나타난다. 

2) 데이터의 surface 비교를 통한 대표성 평가 

내삽은 알고 있는 데이터의 위치정보와 속성정 

보를 이용하여 주변의 알지 못하는 지역의 값을 정 

하는 방법을 말한다(Haining ， 2003). 내삽의 분야 

는 다양하고 여러 연구에서 이용되어졌는데 이 논 

문에서는 내삽의 다양한 방법 중 1. Bracken & D. 

Martin의 내삽을 이용하였다. Bracken과 Martin의 

내삽의 식은 [수식 5]과 같다. 

Bracken과 Martin의 내삽에서 특이한 점은 다른 

내삽은 하나의 포인트로 내삽을 할 수 없는 반면 

Bracken과 Martin의 내삽은 인(최초의 bandwidth) 

가 없을 경우， 즉 k=O일 경우에는 에 w를(최초의 

bandwidth) 대입할 수 있어 하나의 포인트로도 내 

삽이 가능하다. 이 내삽 방법의 장점은 첫째， 중심 

j에 의해 만들어진 커널 윈도우 안의 각 cell은 실제 

로 영향을주지 못하는다른중심에 의해 값이 할 

당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고둘째， 커널 윈도우의 

크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중심들의 분포를 고려 

C 

간=및Pi원 
.... 

with 및윈원 =1 

원= f(판) 

윈=웅할 du-
Pi 값이 대입되어지는 셀 i의 값 

C: 중심Point틀의 수 

l끼ü: 중심 Pointi와 값을 부여하려는 셀 i의 가중치， Pointi 의 

커널 윈도우의 밖에 존재하는셀의 11파 =0 

Ni ; 중심 Pointi의 거널 윈도우 안에 포함되어 진 Cell의 수 

[:거리조락함수 

du : 셀 1와 Pointi 사이의 거리 

꺼 ; 커 널 윈도우의 bandwidth 

k: 커널 윈도우에 포함되는 다른 Point의 수 

〈수식 5) Bracken & Martin 의 내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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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준 surface 

하여 커널 윈도우의 크기가 채택되어 중심이 밀집 

된 곳은 커널 윈도우의 크기가 작고 분산된 곳은 

커널 윈도우의 크기가 커진다. 셋째， 거리조락 함 

수의 가중함수는 cell에 값을 할당하는데 있어서 

cell에 가까운 중심의 값을 먼 중심의 값보다 크게 

반영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Bracken과 Martin의 내삽을 사용하여 뻐SE값을 

산출하였다. 데이터의 surrace를 이용하여 다양한 

중심의 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해선 비교대상이 되 

는 기준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기준이란 현실의 데 

이터 분포를 가장 잘 반영하논 sutface를 말한다. 

Qiang Cai(2004)는 어떤 내삽방법이 연령별， 인구 

별 인구분포를 잘 나타내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센 

서스 데이터， 도로， 토지피복， 저녁의 불빛 수 등의 

레이어를 이용하여 intelligent 내삽을 한 결과를 비 

교대상의 기준으로 이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건 

물 포인트와 그에 할당된 인구를 이용하여 커널함 

수로 만든 인구sutface를 비교기준으로 하였다. 

Sutface분석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등고선 

랩을 통한 비교나 경사와 향， 가시권 분석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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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Bracken & Martin 의 내삽 

지만 이 논문에서는 센트로이드와 데이터의 분포 

를 반영하는 중심과의 대표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 중심에 의한 내삽된 인구 

surrace면과 커널로 도출된 sutface면과의 뻐SE의 

크기를비교하였다. 

(1 ) 동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하여 구한 구 중심의 

RMSE 

동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하여 구한 구 중심의 

RMSE값은 구마다 다양하게 나타났고 일관성을 찾 

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의 센트로이드에 

의한 RMSE값이 작은 경우와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RMSE값이 작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센트로이드의 빠SE가 작은 구는 강남 

구， 광진구， 구로구이며 그 외의 구에서는 인구분 

포를 고려한 중심의 RMSE가 작은 값을 가진다. 인 

구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RMSE가 센트로이드에 의 

한 RMSE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구는 다시 두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모든 RMSE가 센트로이드에 의한 RMSE보다 작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광진구， 노원구， 동 



먼형데이터의 중심 선정에 관한 연구 

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와 같은 경 

우는 비록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RMSE가 센 

트로이드에 의한 RMSE보다 작은 중심이 있기는 

하지만큰중심도있다. 

(2) 건물 포인트를 이용하여 구한 구 중심의 

RMSE 

건물 포인트를 이용하여 구한 구 중심의 RMSE도 

동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하여 구한 구 중심의 

RMSE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센트로이드의 

RMSE가 작은 구는 강남구， 광진구， 구로구이며 인 

구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RMSE가 센트로이드의 

---

〈그림 15)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매ASE가 작은 유형 

'fIf’‘a 

〈그림 16) 센트로이드의 RMSE가 작은 유형 

〈그림 17) 불규칙한 유형 

RMSE보다 모두 작지 않은 구는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가있다. 

동의 센트로이드에 의한 RMSE와의 차이점은 포 

인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한 구 중심의 RMSE에 

서는포인트데이터를이용하여구한동중심의 센 

트로이드를 가지고 구한 mean 중심의 RMSE값이 

10개 구에서 작게 나와 동의 센트로이드에 의한 

RMSE보다는 일관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3)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를 이용한 대표성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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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인구분포를 고혀한 중심의 매ASE가 작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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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센트로이드의 RMSE가 작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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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불규칙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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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적 또는자연적 현상들이 지리적 공간 

상에서 갖는 상호의존성 및 상호작용을 ‘공간적 

자기상관’ 이라 한다. 공간적 자기상관은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실체(spatial entities)들이 위치의 유 

사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실체들이 갖는값의 유사 

성도 또한 높아 가는 현상이다(Anselin and Bera , 

1998; 김광구， 2003 재인용). 이러한 공간적 자기 

상관을 측정하는 지수에는 Moran’ s 1 지수(Moran ， 

1948) , Geary’ s C지수(Geary ， 1954) , Getis & Ord 

의 G(d) 통계 량(Getis and Ord, 1992) 등이 있다. 

이러한 지수들은 근린가중치행렬에 대해서 큰 차 

이가 없기 때문에(박기호， 2004) 본 연구에서는 공 

간적 자기상관의 대표적인 지수인 Moran’ s 1만을 

이용하여 중심 간의 대표성을 비교하였다. 

센트로이드와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과의 

공간적 자기상관 차이를 비교하는 이유는 중심간 

의 거리를 근린가중치로 하여 분석할 경우 센트로 

이드에 의한 분석은 데이터의 공간구조 및 상관관 

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실 

제적인 연구에서의 차이를밝히기 위함이다. 

(1) Moran ’ 81에 의한 대표성 평가 

아래 식에서 n은 지역의 수， 와 는 각각 i지역과 i 
지역에서 나타나는 의 속성값， 는 전체 지역에 대 

한 평균이다. 는 i지역과 j지역 사이의 근린가중치 

이며， W는 근린가중치행렬의 총합을 말한다. 

Moran’ s 1 지수 값은 -1 - +1 범의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비슷한 의 속성값을 가지는 것들 

이 모여 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1에 가챔수록 

폈
 -
R폐 

繼-
J

〈수식 6) Moran’ 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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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이한 값을 가지는 것들이 모여 있는 부의 

상관관계를나타낸다. 

변수는 사회과학 분야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IT산 

업 종사자 비율， 미혼인구， 14셰 이하 인구， 65세 

이상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변수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지만 위의 4가지 변수에 대해 측정한 

결과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만든 중심의 거리의 근 

린가중치에 의한 Moran’ s 1값은센트로이드의 거 

리의 근린가중치에 의한 Moran’ s 1값과 큰 차이를 

보인다. 

IT산업 종사자 비율과 같은 경우에는 센트로이드 

의 근린가중치에 의한 Moran’ s 1는 0.41로지역 간 

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게 나타나지만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근린가중치에 의한 Moran’ s 1는 최 

대 0.68로서 지 역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SPMePW에서 최대값을 가지며 동 센트로이드의 

절삭중심들을 제외하면 센트로이드에 의한 공간 

적 자기상관 지수와 큰 차이를 보인다. 미혼인구와 

같은 경우에는 센트로이드의 근린가중치에 의한 

Moran’ s 1는 0.46으로 지역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게 나타나지만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근린 

가중치에 의한 Moran’ s 1는 최대 0.64로서 지역 간 

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TPWNW에서 최대 

값을 가지며 포인트 데이터의 절삭중심들이 센트 

로이드에 의한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와 큰 차이를 

보인다. 14세 이하 인구는 미혼인구와 비슷한 형 

태를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센트로이드의 

근린가중치에 의한 Moran’ s 1는 O.던로지역 간의 

상관관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근린가중치 에 의한 Moran’ s 1는 최 

대 0.69로서 지 역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PMPW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앞의 4개 변수는 센 

트로이드의 Moran’ s 1가 과소평가된 경우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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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심별 변수별 Moran’ sl 

흉상 짧협 종싶 

Geo 0.4127 0.5867 

SSMNW 0.5504 0.5128 

SSMPW 0.5531 0.5085 

SPMENW 0.6769 04987 

SPMEPW 0.6824 0.4995 

STNWNW 0.4117 0.4449 

STNWPW 0.5515 05099 

STPWNW 0.4111 0.4491 

STPWPW 0.4119 0.4780 

SMNW 0.5494 0.5084 

SMPW 0.5889 0.5232 

PMNW 0.6000 05001 

PMPW 0.5960 0.5551 

PMENW 0.5879 05392 

PMEPW 0.5860 05556 

TNWNW 0.5886 05168 

TNWPW 0.5876 0.5570 

TPWNW 0.5885 05191 

TPWPW 0.5805 05252 

면 전세가구 인구와 같은 경우에는 센트로이드에 

의한 Moran’ s 1보다 인구분포를 고려한 중심의 

Moran’ s 1값이 더 작게 나타난다. 센트로이드의 

Moran’ s 1가 과대평가된 예라 할 수 있다. 

이상의 5가지 변수에 의한 실험에서는동의 센트 

로이드에 의한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보다는 포인 

트 데이터를 이용한 중심에 의한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가 센트로이드에 의한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 

와 더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유는 동의 

센트로이드에 의한 인구분포의 고려보다는 포인 

트 데이터 에 의한 인구분포가 더 세밀히 중심의 위 

치에 반영되었고 따라서 중심간 거리의 weighted 

Matrix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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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씹 
ιι 、 3훌繼 ιιι 흉싫 

0.4629 0.5254 0.5470 

05147 0.5611 0.5946 

0.5057 0.5423 05984 

0.5249 0.5688 0.5614 

0.5131 0.5398 0.5272 

0.5128 0.5470 0.5551 

0.5159 0.5538 0.5852 

0.5164 0.5615 05799 

0.5110 0.5462 06234 

0.5188 0.5711 0.6187 

05112 0.5608 0.6826 

0.6281 0.6598 0.6548 

0.5384 0.5862 0.6856 

0.6311 0.6487 05932 

0.5447 0.5844 0.6313 

0.6341 06562 0.6029 

0.5372 0.5797 0.6522 

0.6351 0.6564 0.6024 

0.5100 0.5543 0.6491 

7. 결론 

면형데이터는 하나의 포인트로 요약되어 분석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형데이터의 

중심으로 행정구역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행정구역과 데이터분포의 불일치 그리고 

데이터의 불균등한 분포 등으로 인하여 센트로이 

드는 데이터의 분포를 반영하는데 운제가 있을 뿐 

만아니라올바르지 못한중심의 사용은지역의 공 

간구조 및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를 고 

려한 중심의 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면형데이터의 중심선정에 있어서 센트로이드 



및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할 수 있는 중심들을 도출 

하고 각 중심들의 대표성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는다음과같다. 

첫째， 데이터를 상위， 하위， 마이크로 3개의 수준 

으로 구분하고 mean 중심 , median 중심， 절삭 후 

mean 중심을 도출하였다. 상위 데이터에서 1개， 

하위 데이터에서 총 9개，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총 

11개의 중심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중심을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중심이 모여 있는 경우 

와 센트로이드와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이 

양분된 경우 그리고 모든 중심이 분산된 경우 3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데이 

터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은 센트로이드보다 데이 

터의 분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 

할수있었다. 

둘째， 도출된 중심의 대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누적모형 , RMSE , 공간적 자기상관을 이용하 

였다. 지역 내 데이터의 분포가균등하고장애물이 

없을 경우에는 인구누적모형의 모든 그래프는 모 

여서 나타나며 빠SE는 불규칙한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센트로이드를 비롯한 다 

른 어떤 중섬을 사용하더라도 분석결과에 큰 영향 

이 없다고판단된다. 지역 내 장애물이 있어 데이 

터가 편중되어있는 경우 누적인구모형은 센트로 

이드와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으로 양분되 

어 나타나고 뼈SE는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중 

심의 RMSE가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에서는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용산구나 구로구， 광진구와 같이 장 

애물로 인하여 인구가 양분된 경우에는 하나의 중 

심을 사용하는 것은 대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러한 데이터의 분포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다중중 

심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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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와 중구와 같이 지 역내 장애물과 인구의 분 

포가 특이한 구와 같은 경우는 누적인구모형은 분 

산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의 RMSE는 센트로 

이드에 의한 것보다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 

에 의한 RMSE가더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을 사용 

하되 중심의 성질을 잘 살펴보고 연구에 맞는 중심 

을 써야한다. 공간적 자기상관에 의한 중심성의 비 

교에서는 Moran’ s 1를 사용하였다. Moran’ s 1는 

센트로이드를 이용하여 Weighted Matrix를 만들 

어 측정한 Moran’ s 1와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중 

심을 이용하여 Weighted Matrix를 만들어 측정한 

Moran’ s 1 사이 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 

출하였다.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하여 중심을 도출 

하고 이렇게 도출된 중심을 이용하여 공간적 자기 

상관을 측정한 값이 센트로이드를 이용한 공간적 

자기상관보다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데이터 

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이 지역 간 공간구조와 상관 

관계를 밝히는데 더 유용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면형데이터의 중심선정에 있어 데이 

터의 분포를고려할수 있는중심을도출하고중심 

의 대표성을비교하고자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같다. 지리학의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될수 

있는 방대하고 세밀한 지리정보를 구축하였다. 이 

렇게 구축된 지리정보와 GIS를 활용하여 인간의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인구중심점을 

도출하였으며 중심들 간의 대표성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인구의 분포에 국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이러한 중심점에 관한 

논의는 인구의 다른 측면， 예를 들어 고용중심지의 

변화나서비스산업 인구의 변화등과같은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인구 이외에도 

토지이용이나 역학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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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중심점이 분산된 구와 같은 경우 중심점 

의 분포가 행정구역의 장축방향과 일치하는 현상， 

즉 중심점의 분포가 행정구역 모양에의 종속성을 

보인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동의 인구구조는 같다는 가정과 현재 집계되는 

가용한 데이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정구역 

단위로 중심을 구하였지만 개별 건물에 거주하는 

인구수와 같은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행정구역의 

경계가아닌 각 건물의 군집에 의한중심을선정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것 이외에도 중심들의 대표성 검증에 있어서 통계 

적인 검증이 미비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 

각적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지 역도 있지만 그 

렇지 않은 지역도 있으며 스케일의 정도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 

에도 불구하고 면형데이터의 중심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중심을 사용할 때 갖는 의미와 기존 

의 센트로이드와의 차이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 

다. 데이터의 분포를고려한중심의 사용은지역간 

의 공간구조와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 중요 

하기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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