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트워크(network)는 경로를 의미하는 선[line, 에지 

(edges)]과 교차점[intersection, 분기점(junction)]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네트워크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그림 7-1a>는 도로와 그 위를 통행하는 

자동차, 트럭, 지하철, 택시, 학교 버스 등의 도로 네트워크

이다. <그림 7-1b>는 철도 네트워크이며, <그림 7-1c>는 공

항에서 지정된 활주로로 이동하는 항공 네트워크를 표현하

고 있다. <그림 7-1d>는 산책코스 혹은 자전거도로 네트워

크를 표현하고 있다. 동물이 둥지에서 먹잇감을 찾아 이동

하는 것은 자연적인 네트워크이다. 한편 수문과 하수시스템

은 자연적인 네트워크인 동시에 인공적인 네트워크로도 볼 

수 있다. 

인간은 네트워크를 따라 이동하는 상품, 서비스, 동물 및 

자원의 움직임에 관심이 많다(Maidment, 2002; Salah and 

Atwood, 2010). 또한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시설물의 최적입

지나 최적이동경로를 결정하는 데도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이 때문에 GIS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기능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Lemmens, 2010). 기본적인 네트워크 

분석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개인：가까운 시설(시장, 병원 등) 찾기, 주소로 위치 

찾기 

  ●  정부：우편배달 경로 최적화 

  ●  교육：통학버스 최적경로 찾기 

  ●  공공안전：비상차량(예：응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의 최적경로 찾기

  ●  공공서비스：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최적경로 찾기

  ●  비즈니스：물품의 최적배달경로 찾기, 매장의 최적입

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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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장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  지오코딩(geocoding)과 주소매칭(address matching) 

  ●  지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의 유형：교통 네트워크

[무지향성(undirected)], 기하시설물 [지향성(directed)] 

  ●  GIS 데이터로부터 위상 보정된 네트워크 지리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하는 절차 

7 네트워크 분석

Tele Atlas and Esri.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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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정보의 원천 자료 

  ●  네트워크의 기본 요소：에지, 분기점, 회전

  ●  네트워크 비용(예：시간, 거리 비용, 가시권), 네트워크 

제약(예：방해, 도로 통제, 사고, 도로 하중 제한 등), 

네트워크 계층(network hierarchy)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의 상당 부분은 교통 네트워크 자료

를 이용한 분석, 예를 들어 최적배달경로, 여행경로 산출, 

최근접 시설물 탐색, 서비스영역 설정, 입지배치 모델링 등

의 최적경로/최적입지 탐색 기법 등의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각 분석 절차는 위상 보정된 네트워

크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사례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후반

부에는 수문 네트워크, 시설물 네트워크 등 기하시설물 네

트워크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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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코딩

지오코딩(geocoding)은 주소를 이용하여 지리적 위치를 찾

는 과정이다(ESRI, 2011f), 지오코딩 정보는 소비자 위치 분

( ) 

a.  Sao Paulo   b.  Beijing  

d.  Pyramid of Peace  c.  Tokyo  

그림 7-1 교통(무지향성) 네트워크의 사례. a) 브라질 Sao Paulo의 Octavio Frias de Oliveira 다리와 도로 네트워크(2010년 7월 20일). b) 중국 Beijing 북경남역

의 철도 네트워크(2009년 8월 11일) 24개의 레일 중 3개의 레일이 하이라이트됨. c) 일본 Tokyo 국제공항의 활주로 네트워크(2009년 3월 21일), d) 카자흐스탄

의 Pyramid of Peace의 보행자 통행 네트워크(2009년 10월 20일, GeoEye사의 위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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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범죄 패턴 분석(Andresen, 2006; Ratcliffe 2004), 야생

동물 교통사고 분석(Gonser et al., 2009), 질병 확산 분석

(Kreiger et al., 2003) 등에 사용된다. 이 사례들은 특정 위치

의 입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지오코딩 분석이 중요

하게 사용된다. <그림 7-2>는 2001년 미국 Indiana 주 Vigo 

카운티의 야생사슴 교통사고 위치를 나타낸다. 보안관은 모

든 교통사고의 정확한 위치(예：1010 N. Main Street)를 주소

로 기록하고, 위치정보는 미국 인구조사국 지리 데이터베이

스(U.S. Bureau of the Census MAF/TIGER line file network 

geodatabase)를 사용하여 지오코딩되었다. 

지오코딩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도에서 주소정보를 표시

하는 주소매칭(address matching)이다. 이 과정에서 주소위치

는 속성정보에 의해 도로 세그먼트를 따라 보간된다. 내비

게이션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최단경로를 찾는다고 가정해 

보자.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경로를 계산하기 위해 정확한 거

리주소의 위치를 분석한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지오코딩 정

보이다. 내비게이션이 부정확한 위치를 표현하는 경우는 도

로 세그먼트를 보간할 때 사용되는 지오코딩 정보의 품질이 

낮기 때문이다. 

지오코딩 요소

지오코딩은 입력자료(input dataset), 출력자료(output dataset), 

처리 알고리즘(processing algorithm), 참조자료(reference 

dataset)(Goldberg et al., 2007)로 구성된다. 입력자료는 지오

 Indiana  Vigo    

0 10km

그림 7-2 미국 Indiana 주 Vigo 카운티의 야생사슴 교통사고 위치는 스프레드시트에 텍스트로 개략적 위치(예：1010 N. Main Street)를 기록한다. 이는 미국 인

구조사국 지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오코딩되어 좌표 위치정보로 변환(주소매칭)된다(Gonse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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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을 위해 입력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입력자료는 대체

로 주소(예：1010 N. Main Street)가 된다. 출력자료는 입력

자료에 대한 지리참조 코드를 포함한다. 출력자료의 정확도

는 입력자료의 정확성에 좌우되므로 입력자료는 가능한 한 

정확해야 한다. 처리 알고리즘은 공간 속성을 참조자료를 통

하여 입력자료의 공간적 위치를 결정한다. 참조자료는 정확

한 위치를 결정하는 지리정보를 담고 있다(Goldberg et al., 

2007). 참조자료로는 대체로 지오코딩 참조 데이터베이스

(geocoding reference database)가 사용된다. 이는 위상관계 교

통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topologically correct transportation 

network geodatabase)와도 유사한 개념이다. 

지오코딩 데이터베이스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미국 

인구조사국 지리 데이터베이스[U.S. Bureau of the Census 

MAF/TIGER/Line File(Master Address File/Topologically 

Integrated Geographic Encoding and Referencing database)]의 

선형 정보이다. 인구조사국의 선형 정보에는 도로 이름, 도

로 시작점과 끝점의 주소, 도로 우편번호 등의 도로 세그먼

트 자료가 포함된다. <표 7-1>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을 하였다. 

전처리

지오코딩 이전에 필요한 것이 전처리(preprocessing) 작업이

다. 전처리는 입력자료와 참조자료를 처리 알고리즘으로 

작업하는 것이다. 처리 알고리즘은 주소 로케이터(address 

locator)라고 불리기도 한다. 처리 알고리즘은 일반적으

로 GIS 시스템에 내장된 지오코딩 엔진으로 작업한다. 지

오코딩 엔진은 주소를 분석하여 표준화된 속성으로 파싱

(parsing)한다. 15 N Oakley Boulevard, Chicago, IL 60612라

는 주소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분류된다. 

  ●  번지＝15 

  ●  거리방향＝N 

  ●  거리이름＝Oakley 

  ●  거리종류＝Boulevard 

  ●  도시＝Chicago 

  ●  주＝Illinois 

  ●  우편번호＝60612 

파싱 과정은 개별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참조자료에서 주

소를 찾는다. 원 주소는 개별 요소로 파싱된다. 다른 형태

의 주소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 동호수가 번지에 추

가될 수 있다. 또한 거리이름 혹은 거리종류에 NE, South 같

은 접두사가 추가될 수 있다. 한편 주소에 일부 정보가 누락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입력자료의 주소

는 표준화되어야 하며, 알고리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순

서를 유지해야 한다. 표준화 과정에서 ‘BLVD’와 ‘Boulevard’, 

‘Street’와 ‘St’ 같은 거리종류는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 

주소매칭 

사용자정의 변수의 수준에 따라 지오코딩 데이터베이스에 

매칭되는 주소의 비율이 달라진다. 어떤 경우는 60%의 변수 

정확도로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주소에서 우편번호

가 없거나 도시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 변수 수준을 낮추면 

주소매칭의 성공률이 올라가지만 정확도는 낮아진다. 반대

로 엄격한 변수 기준을 적용하면 주소매칭의 성공률이 낮아

진다. 사용자의 경험에 의해 변수의 수준을 적절하게 정해

야 주소매칭의 수준과 정확도가 결정된다. 

지오코딩 과정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3a>에서 미국 인구조사국 지리 데이터베이스에서 

Illinois 주 Cook 카운티의 주소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예시 

표 7-1 미국 인구조사국 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요소. 주소는 

참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매칭된다.

변수 설명

FEDIRP 거리방향 접두사(예：N, E, S, W)

FENAME 거리이름

FETYPE 거리종류(예：boulevard, street, road, lane)

FRADDL 도로 좌측의 시작 주소

TOADDL 도로 좌측의 마지막 주소

FRADDR 도로 우측의 시작 주소

TOADDR 도로 우측의 마지막 주소

ZIPL 도로 좌측의 우편번호

ZIPR 도로 우측의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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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15 N. Oakley Boulevard, Chicago, lL, 60612)는 빨간 주

소 세그먼트에 위치한다. 

<그림 7-3b>를 보면 도로 세그먼트의 주소 번지 범주는 

1∼31이다. 이 중 홀수 번지(1∼31번지)는 도로의 오른쪽에, 

짝수 번지(2∼30번지)는 도로의 왼쪽에 위치한다. 개별 주소

에 대한 위치를 처리 알고리즘으로 보간하여 처리한다. 예

를 들어 15 N Oakley Blvd는 오른쪽 주소의 범주에서 도로의 

중간에 위치하며, 24 N Oakley Blvd는 왼쪽 주소의 범주에서 

도로의 윗부분(West Warren Blvd)에 가깝게 위치한다(그림 

7-3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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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arren Blv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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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N Oakley Blvd
Chicago, IL 60612

24 N Oakley Blvd
Chicago, IL 60612

c.

Chicago (   )

( ) ( )

Field Value
FID 62012
Shape Polyline
TLID 111763951
FNODE 80931
TNODE 80932
LENGTH 0.06215
FEDIRP N
FENAME Oakley
FETYPE Blvd
FEDIRS
CFCC A41
FRADDL 2
TOADDL 30
FRADDR 1
TOADDR 31
ZIPL 60612
ZIPR 60612
CENSUS1 0
CENSUS2 0
CFCC1 A
CFCC2 A4
SOURCE A

그림 7-3 a) Illinois 주 Cook 카운티의 주소 세그먼트 정보.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소 세그먼트가 North Oakley Boulevard이다. 노란 박스에 자세한 주소정보가 

표시되어 있는데, 특히 ‘시작점(from)’과 ‘종점(to)’ 주소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b) Oakley Boulevard의 ‘시작점’과 종점 범위를 표현함. 도로 왼쪽에 짝수 

번지가, 도로 오른쪽에 홀수 번지가 있다. c) 주소는 위치에 따라 보간된다. 예를 들어 15 N Oakley Boulevard는 오른쪽 주소의 범주에서 도로의 중간에 위치하며, 

24 N Oakley Boulevard는 왼쪽 주소의 범주에서 도로의 윗부분(West Warren Boulevard)에 가깝게 위치한다(미국 인구조사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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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코딩 품질 

지오코딩은 비교적 단순한 기능이지만 지오코딩 과정에서 

많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Kreiger et al., 2003; Goldberg et 

al., 2007). 지오코딩 품질은 주소매칭비율로 측정한다. 주소

매칭비율이 예상보다 낮은 경우는 다음의 문제점들 때문

이다. 

  ●  주소이름 오류 

  ●  도시이름 오류(예：인접한 다른 도시이름으로 입력됨) 

  ●  방향 오류(예：남쪽 대신 북쪽, 서쪽 대신 동쪽 입력) 

  ●  번지 범위 초과 

  ●  거리종류 오류(예：Boulevard, Avenue, Road, Trail) 

  ●  거리이름 약칭(Blvd, Av, Rd 등) 오류 

  ●  자료 누락(예：도로이름, 번지, 방향, 우편번호 등) 

지오코딩에서 중요한 것은 수용 가능한 최소 ‘매칭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지오코딩 품질에서 위치 정확도가 중요한 요인이다. 

위치 정확도는 지오코딩된 주소와 실제 위치가 얼마나 근접

한가에 달려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지오코딩은 주

소번지의 범주에서 공간적으로 보간하여 결정된다. 만약 시

작점과 종점 정보가 부정확하면 매칭된 주소도 정확할 수 

없다. 또한 실제 주소는 정확하게 ‘선형’으로 위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위의 사례에서 15 N Oakley Boulevard가 실제로 

도로 세그먼트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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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종류 

지오코딩은 특별한 방식으로 정의된 네트워크 지리 데이터

베이스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네트워크 지리 데이터베이스

는 일반적으로 1) 교통(무지향성) 네트워크(그림 7-1), 2) 기

하시설물(지향성) 네트워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교통(무지향성) 네트워크

도로, 철도, 지하철, 보도 네트워크는 선(line, edges)을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 통행이 가능한 네트워크이다(Butler, 2008). 

이 네트워크에서는 유턴도 가능하다. 이를 교통 네트워크 

혹은 무지향 네트워크라고 한다(DeMers, 2002). 교통 네트워

크는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 배치나 범죄 해결을 위한 경

찰차 배치에 사용된다. 일반인은 휴대전화로 최단경로를 찾

기 위해 휴대전화로 위치를 찾는 교통 네트워크 정보를 사

용한다. 

기하시설물(지향성) 네트워크

자연적인 네트워크 중에서는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네트워크들이 있다. 이런 

네트워크를 기하시설물 네트워크(geometric utility) 혹은 지

향성 네트워크(directed network)라고 한다. 기하시설물 네트

워크에는 수문, 하수, 천연가스, 전기 네트워크 등이 있다. 

중력이나 압력 같은 자연적인 힘이 유체, 전자기장, 가스 물

질들을 움직인다. 관리자는 경사도, 중력, 압력 등의 외부 

힘을 조절하여 네트워크에서 흐름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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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무지향성) 네트워크 분석 

복잡한 지오코딩이나 무지향성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위상(topology)정보를 보정한 네트워크 지리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위상 보정된 교통(무지향성) 네트워크 지리 데이터베이스 
생성 

교통 네트워크 지리 데이터베이스의 위상 보정 과정을 <그

림 7-4>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은 네트워크 원천 자료 

수집, 데이터셋 위상 생성, 네트워크 분석 설정, 자료시각화 

등으로 구성된다. 

네트워크 원천 자료 수집 

표준 GIS 데이터베이스에서 디지타이징된 도로, 철도 네트

워크 등은 단순 네트워크 표현에 유용하다. 주요 도로 및 

철도를 색상코드로 구분할 수 있으며, 4차선 도로에 대한 

200m 버퍼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네트워크 원천 

자료는 점, 선에 대한 지리좌표(x, y) 및 속성정보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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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GPS, 원격탐사(사진 측량 및 LiDAR) 자료, 기존 자료

의 디지타이징 자료(그림 7-4a)로 원천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표준 GIS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 

A지점부터 B지점까지의 최단경로 산출과 같은 복잡한 네

트워크 분석에는 정교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Butler, 

2008). 일반적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는 선형정보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별 세그먼트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어떤 장벽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즉 기

본 데이터베이스에는 점, 선 등의 사상에 대한 위상 정보가 

없다. 

데이터셋 위상 보정 

위상 보정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는 선(edges, line), 분

기점(junction, intersection), 회전(turn)(그림 7-4b, 그림 7-5) 

등의 정보가 들어 있다. 원천 자료에서의 선은 보정된 데이

터베이스에서 에지(edge)로 변환된다. 자동차, 트럭, 동물, 

사람은 에지를 따라 이동한다. 교차점은 분기점으로 변환된

다. 분기점은 2개 이상의 에지가 교차할 때 생성된다. 회전

정보는 에지 혹은 분기점에서의 방향 전환에 대한 정보이다.

위상 보정된 네트워크에서는 에지, 분기점, 회전 등에 대

한 상세한 속성정보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에지(도로 세그

먼트)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다. 

  ●  에지 세그먼트의 x, y좌표

  ●  에지 세그먼트의 길이 

  ●  양향방 통행 

  ●  단방향 통행 

교차점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다.

  ●  단방향 통행 종점(one-way complete stop)
  ●  양향방 통행 종점(two-way complete stop)
  ●  삼거리 종점(three-way complete stop)
  ●  사거리 종점(four-way complete stop)
  ●  사거리 양보(황색) 신호(four-way warning signals)
  ●  사거리 교통신호(적색, 녹색, 황색)(four-way traffic 

signals)
  ●  막다른 길(dead ends)

회전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다.

  ●  우회전 

  ●  좌회전 

  ●  유턴 

  ●  양보 

  ●  통과

위상 보정된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비용(network cost, 

impedance)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네트워크 비용에는 도

로 세그먼트에서 속도 제한, 교차점에서 좌회전 혹은 우회

*GPS 
*   LiDAR 
*   

* ( )
* ( )

*

*
*  

*
*

*

*  
*  ( )

( )  

a. 

b. 

c. 

d. 

그림 7-4 교통(무지향성) 네트워크의 생성 및 분석 과정. a) 원천 자료(선, 교

차점, 속성) 획득, b) 위상(에지, 분기점, 회전, 네트워크 비용 등) 보정, c) 네트

워크 분석, d) 네트워크 결과 표현 및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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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간, 교차로 신호 등이 포함된다. 네트워크 비용은 거

리, 소요시간, 기타 변수로 계산된다. 네트워크 비용은 A지

점에서 B지점까지의 최단경로 혹은 최적경로 계산, 기타 네

트워크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복잡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위상 보정은 필수적이다. 대부

분의 GIS 소프트웨어는 이를 위해 위상 생성(build network) 

기능을 제공한다. 

위상 생성 과정은 네트워크 요소(에지, 분기점, 회전)를 생

성하고, 연결성(connectivity)을 정의하고, 기타 속성값(그

림 7-4b)을 설정한다. GIS 소프트웨어에서 위상 생성 마법

사 기능(예：Esri Network Dataset Wizard; Esri, 2011b, e)

을 이용하여 데이터셋을 특정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다. 위

상이 보정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는 단일모드 네트워크

(unimodal network, 예：도로 단일) 혹은 복합모드 네트워크

(multimodal network, 예：도로, 지하철, 철도 복합)로 구분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에 적합한 네트워크 분석 기법 선택 

위상이 보정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면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그림 7-4c).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한 공간적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최적경로(optimum route) 분석－예：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은 어디인가? 이 문제를 위해서는 

지역 병원에 대한 정확한 지오코딩 데이터베이스가 필

요하다. 

  ●  서비스영역 설정

  ●  최적이동경로 선택－예：다수 지점에 대한 픽업 혹은 

배달경로 설정

  ●  입지 모델링－예：기존의 피자 레스토랑이 있는 지역

에서 최소 요구치(배달시간 혹은 접근시간 축소)를 만

족하는 새로운 피자 레스토랑의 입지 선정, 기존 2개의 

피자집과 50%의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하는 신규 피자 

레스토랑의 입지 선정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는 지도 및 기타 형식으로 표현된다

(그림 7-4d). 

다음에서는 교통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지리공간적 질문과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네트워크 분석 문제：최적경로(최단경로)는 무엇인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의 경로(path, egde)를 루트(route)

라고 한다. 루트는 시작점, 종점의 두 지점으로 구성된다. 

가장 간단한 루트는 점 1에서 점 2의 경로이다. 온라인 지도

( )

( )

 ( , , )

그림 7-5 위상이 보정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에지, 분기점, 회전, 그림에서 보면 양향방 통행 도로와 일방 통행 도로가 있다. 에

지가 만나는 분기점에서는 다양한 회전이 가능하다. 특정 에지에서는 장벽이 존재한다(Esri, 201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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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두 지점의 위치를 선정하면 최적경로가 산출된다. 자

동차 내비게이션에서도 경로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한 지

점에서 여러 지점을 경유하는 복합경로(complex route)도 가

능하다. 

최적경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수

들을 고려해야 한다－네트워크 원천 자료, 에지 및 회전 정

보, 최소 네트워크 비용 계산 방식, 최적경로 표현 방식, 경

로장벽이나 제한사항의 사용 여부, 서술형 경로 안내 정보 

제공 여부 등. 

네트워크 원천 자료 

최적경로 산출은 다양한 원천 자료의 수집과 보정작업에

서 시작된다. GIS 소프트웨어의 위상 생성 기능으로 <그림 

7-4>에서 설명된 위상 보정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기관에서 제작된 보정 네트워크 자료를 사용할 수 있

다. 미국 인구조사국 지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례지역(South 

Carolina 주 Columbia 시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지리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정보가 들어 있다.

  ●  지리정보：도로, 철도, 하천, 호수 등 

  ●  각종 지역 통계정보(2009년 미국 지역 통계 연보, 2009

년 인구 통계 추정치, 2007년 경제 인구조사, 2000년 및 

2010년 인구조사 자료 등) 

미국 인구조사국 지리 데이터베이스의 Shapefile(MAF/

TIGER line Shapefile)에는 인구 및 경제 속성정보가 포함되

지 않는다. 관련 자료는 미국 인구조사국 홈페이지(제3장 및 

부록에서 설명함)에서 별도로 내려받아야 한다. 이 Shapefile

에는 <그림 7-3>과 <그림 7-5>에서 설명한 에지, 분기점 노

드, 회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용으로 보정된 데이터베이스를 

구할 수 있다. 

에지 및 회전 정보 

<그림 7-5>에서 에지(도로), 분기점(교차점, 노드), 회전정

보 사례를 볼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에지 세그먼트의 이동

비용을 에지비용(edge impedance)으로 표현한다. 에지비용

은 도로 세그먼트의 물리적인 거리(예：100m)로 표현할 수 

있다. 에지비용은 속도제한이 있는 네트워크에서 에지시간

비용(edge time impedance)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시속 60mile

의 속도제한 네트워크에서 각 세그먼트를 1mile로 가정하면, 

한 세그먼트의 이동 시간은 1분이 소요된다. 비용정보는 내

비게이션 기기에서 경로 산출에 사용된다. 

네트워크에서 에지비용이 단순한 경우 에지순서에 따른 

단순 계산으로 경로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의 속성정보에 따라 단순 순위 계산이 가능하

다. 최적경로를 산출하기 위해 각 도로 세그먼트의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물질이 이동할 때 분기점(교차점)

에서 속도가 느려진다. 위상을 보정할 때 회전비용(turn 

impedance)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7-5>를 보면 3개의 양

방향 도로 에지와 1개의 일방통행 도로 에지가 있다. 분기점

에서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의 회전을 하게 된다. 이 경

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전비용이 기록된다. 대체

로 양방향 도로에서의 좌회전 및 유턴에서는 60∼120초가량

의 시간이 소요되며, 우회전에서는 5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된다. GIS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 분석 기능으로 좌회전, 우

회전, 유턴의 회전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비용매트릭스를 이용한 최소 네트워크 비용 산정 

최적경로나 최단경로 분석을 위해서는 거리, 시간, 경관가치 

같은 네트워크 비용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단경로 분석에는 비용매트릭스(impedance matrix)를 만

들어야 한다. 비용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저장된 

에지의 속성정보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7-6a>

에서 5개의 분기점(노드)과 7개의 에지(도로)로 구성된 단순 

네트워크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네트워크 비용은 두 노드 

간의 거리가 된다. 일부 노드는 다른 노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그림에서 노드 1은 노드 2, 3을 통과하지 않으면 노

드 5에 갈 수 없다. 비용매트릭스에서 ∼ 표시는 ‘연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최단경로 분석 알고리즘은 대부분 Dijkstra(1959)

의 방식에서 유래되었다. 이 알고리즘은 노드 1에서 다

른 노드 간의 최단경로를 계산하는 비용 매트릭스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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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기능은 ArcGIS®의 네트워크 분석 기능에 포함되

어 있다(Esri, 2011a). <그림 7-6a>에서 Moryadas(1975)와 

Chang(2010)이 제안한 방식으로 노드 1에서 다른 4개 노드 

간의 반복적인 최단경로 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7-6b>를 보면 비용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노드 1에서 노드 2는 20단위가 소요되며 노드 3까

지는 11단위가 소요된다. 한편 노드 1에서 노드 4, 노드 5까

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이 경우 ∼ 기호를 사용한다. 

비용매트릭스는 대각선으로 대칭이다. 이 과정은 비용매트

릭스가 완성될 때까지 반복된다. 

비용매트릭스의 목적은 노드 1에서 노드 2, 3, 4, 5까지의 

최소거리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노드 1에서 노드 2까

지의 20단위, 노드 3까지의 11단위 같은 거리정보는 미리 포

함되지만 노드 4, 노드 5까지의 거리는 다음의 반복적인 과

정으로 계산해야 한다. 

1단계. 직접연결된 노드 간의 최소비용을 계산한다. 예：<그

림 7-6a>와 <그림 7-6b>에서 직접연결된 노드 1과 노드 2, 

노드 3의 거리정보 계산 

 min (Path12, Path13)＝min (20, 11) 

이 경우 두 가지 경로 중에서 최솟값인 11단위의 Path13을 선

택한다. 이는 <그림 7-6c>의 최소경로 매트릭스의 첫 줄에 

기록된다. 노드 3은 노드 1의 해답경로(solution list)에 포함

된다. 

2단계. 각 노드 간 직접연결 및 간접연결에 대한 해답경로를 

산출한다. 예：노드 1과 노드 3을 포함한 가능경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min (path12, Path13+Path34, Path13+Path35)＝min (20, 2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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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a) 비용매트릭스 계산(예：7개 에지와 5개 분기점 간의 거리 비용 계산), b) 5개 노드 간 비용매트릭스, c) 노드 1에서 다른 노드 간의 최단경로(Chang, 

20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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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경로 중에서 최솟값 20단위인 Path12를 선택한다. 이

는 <그림 7-6c>의 최소경로 매트릭스의 두 번째 줄에 기록

된다. 이제 노드 1과 관련된 해답경로에는 노드 3과 노드 2

가 포함된다. 

3단계. 새로운 노드 간 직접연결 및 간접연결에 대한 가능경

로를 산출한다. 

min (Path12+Path24, Path13+Path34, Path13+Path35) 

＝min (30, 26, 31) 

가능경로 중에서 최솟값 26단위인 Path13+Path34를 선택한

다. <그림 7-6c>의 최소경로 매트릭스에 노드 4에 대한 경

로가 포함되었다. 

4단계. 노드 1과 노드 2, 노드 3, 노드 4 간의 해답경로에 새

로운 가능경로(직접연결 및 간접연결)를 계산한다. 

 min (Path12+Path24+Path45, Path13+Path35)＝min (55, 31) 

가능경로 중 최솟값 31단위인 Path13+Path35를 선택한다. 

이제 <그림 7-6c>의 최소경로 매트릭스에 모든 노드의 경로

가 포함되었다.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의 최적경로 산출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노드 2에서 최적경로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최소경로 매트릭

스를 만들어야 한다. 

최적경로(직선 혹은 실제 경로) 표현 방식 

점 1과 점 2의 최단경로 문제는 직선거리 혹은 실제 경로거

리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최단경로

를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으로 표현하거나, 실제 경

로에 따른 누적된 거리를 표현할지 선택해야 한다. 

점 1에서 점 2까지의 최적경로를 직선으로 표현하는 경우 

비용 매트릭스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이 알고리즘은 단순

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면 된다. 

최단경로의 직선 표현은 실제 도로 네트워크의 상과 직

선경로를 방해하는 구조물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림 7-7>

은 미국 인구조사국 지리 데이터베이스(2009년)에서 추출한 

Columbia 시내지역에서 점 1과 점 2의 최단경로를 직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 최단 경로는 직선으로 3,067ft이다. 

그러나 이 직선경로는 실제 도로 네트워크를 반영하지 못하

고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많은 건물, 공원, 기타 시설물을 무

시한 채로 직선으로 관통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South 

Carolina 주 의회 건물과 기타 오피스 빌딩을 통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적경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출발점(점 1)

과 도착점(점 2)의 실제 경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림 7-8>에서 실제 경로를 모양대로 표현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실제 경로는 비용매트릭스로 계산되었으며 총 거

리는 3,745ft이다. 이 경로는 실제 도로 네트워크를 반영하고 

있다. 

장벽 및 기타 제한 

<그림 7-8>의 경로는 치명적 단점을 갖고 있다. 2009년 미

국 인구조사국 지리 데이터베이스에는 실제로는 자동차

가 통행할 수 없는 거리인 Senate 거리(그림의 정사사진에

서 South Carolina 주의회 건물을 관통하는 부분)가 포함되

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최적경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네

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 Senate 거리를 진입할 수 없는 도

로로 설정하거나 도로선을 제거해야 한다. 주의회 건물을 

관통하는 Senate 거리에 통행차단 시설물이 있다고 가정하

고 최적경로를 추정하면 <그림 7-9>와 같다. 최적경로 산출

에는 공원, 호수 같은 면형 장벽이나 공사로 인한 도로 통행

제한 같은 선형 제한정보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림 7-9>에

서 Assembly 거리와 Senate 거리의 교차점에 점형 제한정보

로 표현한 것처럼 <그림 7-8>에서는 Senate 거리를 선형 제

한정보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분석 문제：판매사원 최적경로 산출 

주요 네트워크 분석 문제 중 하나가 판매사원의 최적판매경

로를 산출하는 것이다. 판매사원은 하루에 여러 지점을 방

문해야 한다. 이때 ‘최소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는 경로’를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대체로 이동 거리나 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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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Columbia의 도로교통 네트워크[미국 인구조사국 지리 데이터베이스 2009년에서 추출, 도로 세그먼트, 교차점(분기점：녹색 표시)]. 점 1(출발점)에서 

점 2(도착점)까지의 최단경로를 직선(거리 3,067ft)으로 표현했다. 이 경우 직선은 실제 도로 네트워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직선경로를 방해하

는 구조물(예：공원, 호수, 건물 등)을 무시하고 있다(자료：미국 인구조사국).

 1   2     

 = 3,745�

South Carolina  
 

그림 7-8 Columbia 시내의 점 1과 점 2 간의 최적경로의 실제 표현(미국 인구조사국 지리 데이터베이스 2009년 자료). 이 자료에는 주의회 건물에서 Senate 거

리 세그먼트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적경로에는 오류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자료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미국 인구조사국 자료 

및 Columbia 시 통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