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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초록초록초록    

본 연구에서는 위치할 대상물의 특성, 공간의 유형, 연결거리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위치문제의 크게 분야를 제안하였다. 공간의 유형으로는 연속공간, 이산공간, 시공간, 

이산시공간, 영속시공간으로 나누었다. 연결거리의 유형으로는 격자연결거리, 

직선연결거리, 곡선연결거리, 도로연결거리, 기타연결거리로 나누었다. 연속공간에 

대해서는 그 형태에 따라 위치문제의 분야들의 유형을 제안해 보았다.  

    

1. 1. 1. 1. 서론서론서론서론    

위치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느 지역에 목표로 하는 물류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위치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서 공장의 위치결정, 공장 내에서 자재창고의 위치결정, 자재창고 내에서 

특정물품의 보관장소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지란 용어 대신에 

위치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위치를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되는 정성적인 요인들은 출퇴근시간, 인력확보의 

용이성, 부지의 가용성, 판매시장과의 근접성, 지형조건 및 기후관계, 원자재의 조달 

용이성, 지역사회 호응도, 자산가치의 상승가능성,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2.2.2.    위치결정위치결정위치결정위치결정    문제의문제의문제의문제의    분류분류분류분류    및및및및    정립정립정립정립    

본 절에서는 위치결정 문제들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결정 문제를 새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림 1-1은 위치시킬 대상물과 관련된 특성을 정의한 것을 보여 준다. 첫째, 대상물의 

사용목적이다. 예를 들어 공익설비냐 사익설비냐 등이다. 둘째, 위치할 대상물의 특징은 

대상물의 절대적 위치특성과 대상물의 상대적 위치특성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대상물의 

위치특성 그 자체를 말하며, 후자는 대상물들간의 상대적인 위치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치특성을 말한다. 셋째, 대상물의 이용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란 대상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는 대상물의 주인도 포함된다. 넷째, 이동성은 대상물이 

이동할 수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축구할 때 급하면 위치지역을 벗어나 동료를 거든다. 

영속성은 대상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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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위치할 공간의 유형을 보여 준다. 첫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연결된 

공간으로 점, 선, 면, 입체로 구성된다. 둘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흩어진 공간이다. 

셋째,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통 

느낄 수 있다. 셋째, 흩어진 시공간이다. 시간이 존재하는 흩어진 공간이다. 흩어진 공간 

특성상 시간의 흐름속도는 다를 수 있다. 다섯째, 시공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공간이다.  

그림 1-3은 평가측도의 유형인 연결거리를 정의한 것을 보여 준다. 첫째, 

격자연결거리는 격자상에 있는 두 점 간에 격자를 따라서 이동한 거리로 특히 격자가 매우 

작아지면 직선거리에 수렴하게 된다. 둘째, 직선연결거리는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의 

거리이다. 셋째, 곡선연결거리는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곡선의 거리이다. 보통 두 점을 

연결하는 거리는 곡선의 거리가 적합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이 우주에는 직선거리는 

저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도로연결거리는 두 지점을 연결하는 

추정거리이다. 다섯째, 기타의 다양한 연결 측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편한 

도로연결거리, 한적한 연결거리, 붐비는 연결거리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1 위치할 대상물 특성 

 

 

 

 

 

 

그림 1-2 공간의 유형 

 

 

 

 

 

 

그림 1-3 평가측도인 연결거리의 유형  

그림1-4는 연속공간상의 위치문제를 직선상, 곡선상, 평면상, 구면상, 곡면상, 

입체상, 네트워크상 기타 8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한 것을 보여준다. 연속공간에서 두 

점의 연결 등의 말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직선일 경우, 

직선, 찬한쪽직선, 반찬연결선, 찬연결선, 빈한쪽직선, 빈 연결직선 등이다.   

 

연속공간 이산공간 시공간 이산시공간 영속시공간 

 

연결격자거리 연결직선거리 연결곡선거리 도로연결거리 기타연결거리 

 

사용용도 위치특성 이용자 이동성 영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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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는 연속공간상의 위치문제 

 

 

 

 

 

 

 

그림 1-5 연속공간상에서의 위치문제의 분야와 그 조합의 가능성 

 

3.3.3.3.    의치결정문제의의치결정문제의의치결정문제의의치결정문제의    정의정의정의정의    

 

먼저, 본 절에서는 사용하는 기호를 간단히 정의하자.  

X = (x, y), 평면상의 신규설비의 잠정적인 위치 

dj = d(X, Xj), 신규설비의 잠정적인 위치와 고객 j 간의 

거리  

Xj = (xj, yj), 고객 j 의 위치(j=1,2,3,…,n) 

wj  고객 j와 신규설비 거리에 비례하는 비용의 가중치 

TC = 총비용 

X = 직선상의 신규설비의 잠정적인 위치 

Ls = 위치결정의 대상이 되는 선의 시작 점  

Lt = 위치결정의 대상이 되는 선의 끝점  

xj = 고객 j 의 위치(j=1,2,3,…,n) 혹은 기존설비위치 

wj  고객 j와 신규설비 거리에 비례하는 비용의 가중치 

TC = 총비용 

여기서, wj 는 고객 j로의 수송량과 고객j로의 단위수송비용에 의해서 산출될 수 있다.  

 

단일 위치 

다수 위치 

사적 위치 

공적 위치 

최적해 위치  

근사해 위치 

곡면상 

네트워크상 

연속공간연속공간연속공간연속공간상의상의상의상의    위치문제위치문제위치문제위치문제    

구면상 평면상 곡선상 직선상 입체상 기타 

찬한쪽직선 

직선 

반찬연결선 

찬연결직선 

빈한쪽직선 

빈연결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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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직선상의직선상의직선상의직선상의    단일설비의단일설비의단일설비의단일설비의    위치결정위치결정위치결정위치결정    

일직선상의 단일설비의 위치결정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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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곡선상의곡선상의곡선상의곡선상의    단일설비의단일설비의단일설비의단일설비의    위치결정위치결정위치결정위치결정    

곡선을 펼치면 직선의 형태가 되므로 곡선상에서의 거리를 직선상에 반영하여 

직선상의 단일설비의 위치결정 문제로 변형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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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7-2) 

단, X’, xj’는 곡선을 직선화 했을 때 각각 신규설비의 잠정적인 위치와 고객 

j의 위치를 나타낸다. 

 

(3) (3) (3) (3) 평면상의평면상의평면상의평면상의    위치결정문제위치결정문제위치결정문제위치결정문제    

((((가가가가) ) ) ) 평면상평면상평면상평면상----직각거리의직각거리의직각거리의직각거리의    측도가측도가측도가측도가    사용될사용될사용될사용될    경우경우경우경우        

평면상-직각거리 측도가 사용될 때의 총수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C
1

jj

n

j

j yyxx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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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7.3) 

 

((((나나나나) ) ) ) 평면상평면상평면상평면상----직선거리직선거리직선거리직선거리    측도가측도가측도가측도가    사용될사용될사용될사용될    경우경우경우경우    

평면상-직선거리 측도가 사용될 경우의 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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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 yyx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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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C                        식(7.5) 

 

((((4444) ) ) ) 구면상의구면상의구면상의구면상의    위치결정문제위치결정문제위치결정문제위치결정문제    

 

((((5555) ) ) ) 곡곡곡곡면상의면상의면상의면상의    위치결정문제위치결정문제위치결정문제위치결정문제    

일단,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위치결정 대상지역이 위로 볼록인 지형인 지역 

혹은 아래로 볼록인 지형인 지역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대상지역의 경계의 높이는 

0이라고 가정한다.  

    

((((가가가가) ) ) ) 곡면상곡면상곡면상곡면상----평면도평면도평면도평면도    직각직각직각직각거리의거리의거리의거리의    측도가측도가측도가측도가    사용될사용될사용될사용될    경우경우경우경우        

곡면상에서 평면도 직각거리의 측도가 사용된다는 의미는 공중에서 대상물의 이동을 

관찰했을 때 그 움직임이 직각형태의 일련의 직선으로 보임을 의미한다. 만약 

대상물을 움직임을 측면에서 관측했다면 대상물의 이동은 첫째, 기울어진 직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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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선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곡면지형에 도로나 계단 등을 만들 때 

곡면지형을 일련의 직선의 도로나 계단 등으로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대상물의 

움직임은 여러 개의 포물선이 연결된 형태의 선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곡면지형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도로나 계단을 만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나나나나) ) ) ) 곡면상곡면상곡면상곡면상----평면도평면도평면도평면도    직선직선직선직선거리의거리의거리의거리의    측도가측도가측도가측도가    사용사용사용사용될될될될    경우경우경우경우        

곡면상에서 평면도 직선거리의 측도가 사용된다는 의미는 공중에서 대상물의 이동을 

관찰했을 때 그 움직임이 일련의 연결된 직선형태로 보임을 의미한다. 만약 대상물을 

움직임을 측면에서 관측했다면 그 대상물의 이동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기울어진 직선으로 연결된 선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곡면지형에 도로나 계단 등을 만들 때 곡면지형을 일련의 직선의 도로나 계단 

등으로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대상물의 이동은 포물선 형태의 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는 곡면지형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직선도로를 낸 경우를 들 수 있다. 

 

    

4.4.4.4.    결론결론결론결론    

 

첫째, 위치의 주위환경을 들 수 있다. 이는 위치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의 

경제력, 인구수, 문화 등에 있어서 해당 위치가 어느 정도 유리한가에 대한 평가 

측도이다.  

둘째, 위치의 유연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위치의 이동성보다도 큰 개념으로 

위치의 주위환경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해당 위치가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 측도이다. 

세째, 위치의 수익성이다. 이는 위치의 소유에 따른 사업상 위치를 선정할 때 

기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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