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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based on numerical map GIS-T Dataset build and by using ArcGIS Network 

Analysis emergency vehicle's reach time were analyzed. AutoCad using 1: 50,000 based on roads 

and hospitals of numerical map were creating a Polyline and Point and Network Dataset made 

using ArcCatalog. ArcGIS Analysis setting the interval for the period reached 3 minutes, 5 

minutes, 15 minutes was set and then U-Turn was set to not allow because U-turn takes a long 

time to calculate and  does not happen often on the real road. Intersection of the passage of time, 

considering that the emergency vehicles were set to 3 seconds. To expand by taking advantage of 

this facility on Vulnerable area will be used as base material. If we focus on analyzing the 

emergency activity to convert little data, To prepare for disaster and disaster will be able to use 

the materials.

1. 서 론

GIS-T는 교통지리정보시스템으로써 교통공학에서 교통량 배분이나 교통망 계획 시 사

용되며 해석 로그램 한 본 논문에서 사용한 ESRI사의 ArcGIS가 아닌 TransPlan이나 

사통팔달 등의 교통량 해석 용 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로그램은 교통량 배

분에 을 둔 로그램이므로 사용자가 다양한 목 에 따른 정보를 원할 경우 ArcGIS와 

같은 해석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GIS-T의 Dataset을 구축하고 ArcGIS의 Network 

Analysis기능을 활용하여 긴 차량의 도달시간을 분석하 다. 부분의 병원이 국가의 소유

가 아닌 개인의 소유로 본질 인 설립 목 이 이윤 창출에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많은 

도심가에 집하게 되고 상 으로 시골은 병원 등의 의료시설이 부족하게 된다. 한 긴

 상황 발생 시 긴 차량(구 차, 구조차량 등)이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에 

Network 분석을 통하여 긴 차량의 도달시간범 를 산정해 두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긴

시설의 계획을 세우거나 신속한 근이 어려운 지역은 이에 한 비책을 마련하는 데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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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망  Network Dataset 생성

AutoCad를 이용하여 1 : 50,000 수치지도를 바탕으로 도로와 병원의 Polyline과 Point를 

생성하 다. 그 후 ArcGIS의 Network Dataset을 구성하기 해서 먼  AutoCad로 생성한 

도로망의 Polyline과 교차로, 병원, 소방서의 Point값을 ArcToolbox를 이용하여 Cad 일을 

ArcGIS의 Shapefile로 변환하 다. 그리고 ArcCatalog를 이용하여 Polyline과 Point를 기본 

Dataset으로 하여 Network Dataset을 만들었다.

3. ArcGIS를 이용한 도로교통 네트워크 분석

ArcGIS의 Analysis setting에는 도달기간 간격을 3분, 5분, 15분으로 설정하 고 U-turn

은 계산 시간이 오래걸리고 긴 차량이라고는 하나 실제 도로에서 U-turn은 하는 일은 흔

하지 않으므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 다. 각 교차로의 통과시간은 긴 차량임을 고

려하여 3 로 설정하 다.

(a) 단일병원 도달시간 분석 (b) 형종합병원 도달시간 분석

(c) 구미도심지 도달시간 분석 (d) Report기능을 이용한 Geovisualization

[그림 1]  Network Analysis를 이용한 도달시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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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GIS-T에 의한 도시내 긴 차량의 도달시간 분석을 해 Network 분석을 해 본 결과, 

도달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취약지역의 시설 확충에 기본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 도시 외곽지역은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어 도달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한 도시 외곽지역은 노인인구가 많으므로 그 만큼 긴  출동의 횟수가 많기 때문에 

도달시간 분석결과는 시설 확충을 한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본 논문은 긴 차량

의 구 출동에 을 맞추어 분석 하 지만 자료를 조 만 변환하여서 구조 활동에 을 

맞추어 분석한다면 재해  재난에 비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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