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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시 정보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각화하고 시각화

된 데이터를 지도와 사상(Mapping)하여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문서를 사용자의 간단한 조작으로 프로그래밍 방식에 의해 작성

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을 통해서 공간적 정보를 시각화를 한다면 지역의 공간적 정

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문서 자동화를 활

용한다면 공간적 정보의 문서화에 필요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과거 인쇄물 형태로 이

용하던 지도 및 지리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 및 

관리하고 통계를 통해 수집한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

고 가공하여 활용하는 지리 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점

점 증가하고 있다 [1]. 지리 정보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정보로 만들기 위하여 가공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요구와 맞물려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하지만 가공된 공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하다. 한 예로 통

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GIS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

는 시각화는 텍스트와 함께 나타내주지만 전체적으로 

한 지역의 통계 값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 

 
(그림 1) 통계청 GIS 의 공간 데이터 시각화 

본 논문은 공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

한 방법의 하나로 데이터의 시각화와 분석된 데이터

를 문서화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필

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 데이터를 가공하고 가

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밀도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시각화 된 데이터는 Nave

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 Open API 와 매시업 (Mash-

up)하여 지도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며 Spatial Data Visualization System(SDVS)을 

통해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간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 

 

(그림 2) 전체 시스템 구조도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적

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가공이 되지 않은 공간 데

이터(Raw Data)를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을 통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이 후 Heat Map 기법과 

Buffering Capacity 기법을 통해서 공간 데이터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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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하고 Map Viewer 를 통해서 시각화된 공간 데이

터를 볼 수 있다. 또한 분석된 데이터는 

Documentation 모듈을 통해서 공간 데이터를 문서화 

할 수 있다. 

 
 (그림 3) 소프트웨어 구조도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Spatial Data Visualization System 은 .NET 

Frame Work 4.0 을 기반으로 하며, Heat Map 

Analysis 엔진과 Buffering Analysis 엔진을 포함하

고 있는 Map Viewer 모듈과 문서 자동화를 위한 

Documentation 기능을 위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3. 제안된 공간 데이터 시각화 기술 

3.1 공간분석기법 
공간분석은 지리적 특징들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거나 작성하는 과정이고, 특징의 분포, 네트

워크 또는 영역 및 이들 특징 사이의 관계를 결정

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치나 질의 (Query)를 이용하여 특징과 그와 관련

된 특징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차 

(Intersection)기능 등을 통해 다른 특정 레이어 

범위에 포함되는 레이어의 정확한 영역 등을 분석

하는 작업과 같은 고급 공간 분석기능을 필요로 한

다 [3]-[4]. 본 논문에서는 공간 데이터의 시각화

를 위해서 공간분석기법 중 Heat Map 기법과 

Buffering Capacity 기법을 활용한다. 
 

3.1.1 Heat Map Analysis 기법 

Heat Map Analysis 는 2 차원 지도 데이터에서 

특정 데이터 값에 대해 색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기법이다. Heat Map Analysis 는 크게 마스크 생

성과 색상화 (Colorize)의 두 단계를 거쳐 완성된

다. 본 논문에서는 마스크 생성 이전에 지도 좌표

와 공간 데이터의 좌표 간의 사상 (Mapping)을 위

한 변환 과정을 거친다. 이후 사상 (Mapping) 된 

위치에 마스크를 생성하고 영역의 명도에 따라 미

리 정해진 색상으로 치환하여 영역에 Heat Map 을 

완성한다 [5]-[6]. 

마스크 생성은 공간 데이터의 좌표를 기준점으

로 반경 50m 로 생성한다. 그 이유는 Heat Map 기

법을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공간 데이터가 중심점

으로부터 반경 50M 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수치화된 데이터를 농도로 표현한다. 본 논

문에서는 영역의 중심부로부터 가장자리로 [0, 1] 

~ [0, 255]으로 10 구간에 대해 균등 분할하여 그 

값을 사상 (Mapping)시킨다. 마스크 영역이 생성

되고 나면, 앞서 설명한 10 구간 균등 분할 사상

(Mapping)을 적용하여 내부로부터 외각으로 그라

디언트로 채운다. 그라디언트로 채우기 위해서 가

우시안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 아래의 (1)은 가우

시안 함수의 수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는 

가우시안 분포 곡선의 표준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6)는 균등 분할 사상(Mapping)에 의해 

설정되는 영역 내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7]. 
 

  	
√ ∙

	 ∙		∙		∙		∙		∙ 		 1  

 
(그림 4) 가우시안 (Gaussian) 분포 곡선 

 

 
 (그림 5) 균등 분할 사상(Mapping)에 

 의한 농도 설정 

 

농도 값은 좌표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통계 

데이터의 가중치 (Weight)가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중앙일 수록 밀도 데이터의 가중치 (Weight)

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진 

농도는 앞서 설명한 마스크 영역 생성 후, 영역 

내부의 중심점으로부터 외각으로 그라디언트로 

채워 마스크를 생성한다. (그림 7)은 마스크 생

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6]. 
 

 
(그림 6) 마스크 생성 과정 

 
앞서 설명한 마스크 생성이 완료되면 농도의 

값을 치환하는 과정을 거쳐 Heat Map 을 완성한

다. 가장 먼저 치환할 팔레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RGB 값

을 각각 (255, 0, 0)으로 설정하고 Green 값을 

점차 증가시켜 (255, 255, 0)을 만든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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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를 감소시켜 (0, 255, 0)으로 만들면 적색으

로 시작하여 황색으로 변화하고 마지막으로 녹색

으로 변화하는 팔레트가 완성된다. 이와 같은 과

정을 통해 생성된 팔레트는 마스크의 농도 값에 

의해서 치환되며 최종 Heat Map 을 완성한다 [7]. 
 

 
(그림 8) Heat Map 의 색상화(Colorize) 과정 

 

3.1.2 Buffering Analysis 기법 
Buffering Analysis 는 공간적 근접성 (Spatial 

Proximity)을 정의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서 점, 선, 
면 또는 면 주변에 지정된 범위의 면사상으로 구성

한다. Buffering Analysis 을 위해서는 먼저 버퍼 존 
(Buffer Zome)의 정의가 필요하다. 버퍼 존은 입력사

상과 버퍼를 위한 거리 (Buffer Distance)를 지정한 
이후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거리는 단순한 직선거

리인 유클리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한

다. 즉, 입력된 자료의 점으로부터 직선거리를 계산

하여 이를 버퍼 존으로 표현하는데, 아래와 있는 
(수식 2)와 같은 유클리디언 거리 계산공식에 의해 
버퍼 존을 형성한다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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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Buffer 의 색상화 부분을 추

가하여 색상에 따라서 거리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
다. 색상은 각각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회색으로 
표현한다. 색상화 과정을 위해서 마스크를 생성하

고 농도 값이 0 ~ 0.33 인 영역은 RGB 값을 각각 
(255, 255, 255)으로 설정하여 회색으로 표현하고 0.34 
~ 0.66 까지는 (255, 255, 0)으로 설정하여 노란색으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0.67 ~ 1 까지를 (255, 0, 0)으로 
설정하여 빨간색으로 표현하여 팔레트를 만들고 이
를 적용하여 Buffer 를 완성한다. 

 

 
(그림 9) Buffer 의 색상화(Colorize) 과정 

 
3.2 공간 데이터 가중치(Weight)의 정규화 

공간 데이터의 가중치는 Heat Map Analysis 기법

을 활용하여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 할 때 중요한 

근거 데이터로 사용된다. 하지만 공간 데이터 간의 

가중치의 편차가 클 경우 효과적으로 시각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

문에서는 공간 데이터의 가중치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추출해서 기준점을 만들고 총 공간 데이

터 수를 카운팅하여 10 단계로 균등하게 데이터를 

나누고 각각의 데이터마다 시각화 시에 사용되는 

임시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림 10) 정규화(Normalize)의 적용:전(좌), 후(우) 

 

3.3 문서 자동화 

공간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기 때

문에 분석 결과를 수동으로 문서화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하지만 Microsoft

사에서 제공하는 Office Document Automation 라이

브러리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해당 라이브러

리를 적용하여 Documentation 모듈을 만들어 적용

하여 분석된 공간데이터를 쉽게 문서화 할 수 있도

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Heat Map 기법을 활용한 인구밀도 분석 결과 

(그림 12)는 Heat Map Analysis 기법을 적용해서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 한 결과이다. 붉은 색은 가
중치(인구밀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있고 녹색은 가
중치가 낮음을 의미하므로 분석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공간 데이터의 밀도 분포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넓은 범위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공간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1) 제안된 Heat Map Analysis 기법의 적용 

 
  4.2 Buffering Analysis 기법을 활용한 학교 시설 

분포 분석 결과 

(그림 12)은 Buffering Analysis 기법을 적용해서 수
도권 지역의 고등학교의 분포를 시각화 한 결과이

다. Buffering Analysis 에서는 3 가지 색상을 통해서 
학교시설과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빨강은 학교 
시설과 매우 가까운 지역, 노란색은 근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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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은 조금 떨어져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화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 내의 학교 
시설이 더 필요 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

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 제안된 Buffering Analysis 기법의 적용 예 

 
4.3 Heat Map Analysis 기법을 활용한 인구 분포도 

비교 
(그림 13)과 (그림 14)는 각각 서울시의 주거인구

와 직장인구를 시각화 한 결과이다. 시각화 한 결
과를 통해서 주거인구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 직장

인구의 밀도에 관한 공간 데이터를 수치 데이터가 
아닌 지도와 사상 (Mapping)된 시각화 데이터로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3) 강남 3 구 주거인구 분포 시각화 결과 

 

 
(그림 14)  강남 3 구 직장인구 분포 시각화 결과 

 
    또한 시각화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거인구는 

주로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해 있는 모습

을 볼 수 있었으며 직장인구는 대로변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 한다

면 이와 같이 수치 데이터일 때는 알 수 없는 부분

을 유추할 수 있다. 
 

5. 결론 및 Future Work 

본 연구는 지리 정보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방안 중 공간 데이터의 시각화와 문서 자
동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Spatial 
Data Visualization System (SDVS)을 개발하고 시스템에

서 사용될 공간 데이터로 통계청이나 기타 정부부처

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산되어 있는 통계 데이터를 수
집하고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SDVS 
를 활용하면 통계 데이터 기반의 지역 정보를 쉽게 시
각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공간 데이터를 
분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데이터들

은 도시 개발 계획에 필요한 기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데이터의 시각화의 장점을 부
각하기 위해서 한정된 공간 데이터만을 포함하고 있
다. 하지만 공간 데이터를 추가한다면 좀 더 폭넓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각화에 사용되는 
색상의 폭을 넓혀서 좀 더 세부적인 시각화를 가능하

게 한다면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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