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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오코딩(Geocoding)은 자연어로 표 된 주소를 컴퓨터가 인지 가능한 (x,y)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이며, 
지리정보 분석 등 다양한 역의 필수 인 처리 과정에서 사용된다. 재 국내 주소를 지오코딩하는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 로바이더는 다수 존재하나, 성능 향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황이다. 본 연구

에서는 지오코딩 치정확도의 향상을 해 Euclidean/Edit distance 기반 앙상블(Ensemble) 지오코딩 알

고리즘(EEE-Geocoding)을 제안하 다. 화학물질 보유 업체 5569개소의 주소를 토 로 제안 기법에 

한 성능평가 실험을 진행하 으며, 평가결과는 0.99 precision, 0.87 recall, 0.92 F1 score 이었다.

1. 서론

주소는 실세계의 치 정보를 표 하는 규약이며, 인간

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일반 인 표  방법이다. 치 정

보는 지도상에 표 하 을 때 가장 효과 이나 주소를 지

도상에 표 하기 해서는 지오코딩 과정이 필요하다.

지오코딩(Geocoding)[1]은 행정명 주소와 도로명 주소와 

같이 비정형 자연어 데이터로 표 된 주소를 컴퓨터가 인

지 가능한 (x, y)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지오코딩은 

지리정보 분석  공간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 

처리 과정으로 그 결과는 GIS를 통해 가공되며 활용된다.

(그림 1) 지오코딩 개념도

재 국내외 다양한 서비스 로바이더에서 API의 형

태로 지오코딩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재 국내 주소를 

지오코딩하는 표 인 API는 네이버[2], SK 래닛

(Tmap)[3], 구 [4], V-World[5]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실세계에서 사람이 주소를 표 하는 방법은 동일한 

치에 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 를 어 

행정명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기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주소의 축약, 건물 명 기술 유무 등의 경우가 존재한다. 

그 결과 발생하는 모호한 주소를 처리하기 해 서비스 

로바이더들은 서로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

과 지오코딩 API들은 그 결과가 서로 상이하며, 성능 역

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어떠한 지오코딩 

API도 100%의 정답을 찾아내고 있지 못하며, 하나의 API

가 체를 압도하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로바이더들의 지오코딩 API의 

결과를 토 로 치 정확도가 향상된 결과를 얻기 한 

Euclidean/Edit distance 기반 앙상블(Ensemble) 지오코딩 

(EEE-Geocoding)알고리즘을 제안하며, 그 결과를 평가

하 다. EEE-Geocoding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은 다음과 

같다.

1. 지오코딩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2. 지오코딩 결과에 한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다.

3. 알고리즘을 개방하여 유사 연구의 토 가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EE-Geocoding 알고리

즘에 하여 2장에서 살펴보며, 3장에서는 실험  평가를 

다루며,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시사 에 하여 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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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EE-Geocoding 알고리즘

앙상블(Ensemble) 기법은 다양한 알고리즘의 결과를 토

로 개선된 결과를 만드는 방법으로, 기계학습 분야에서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서비스 로바이더에서 제공받은 

지오코딩 좌표와 역지오코딩(Reverse Geocoding) 주소를 

이용하여 지오코딩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하 으며, 2인 이

상의 voting  edit distance 기반 scoring에 근거하여 

Geocoding 좌표를 생성하 다. 구체 인 알고리즘은 다음 

(그림 2)과 같다.

EEE-Geocoding Algorithm
Input ad d re s s , e u c lid e a n _ th re sh o ld   , e d it_ th re sh o ld  

 , g e o co d ed _ lo ca t io n [] , re v e rse _g eo co d ed _a d d re s s []

Output location
1 Foreach location_pair in geocoded_location[]

   if (_≦ )
       return location_pair[0];
Foreach reverse_address in
                reverse_geocoded_address[]
   int score = inf;
   string[] a_word = address.split();
   string[] r_a_word = reverse_address.split();
   Foreach string word in r_a_word
       if (word is sido or sigungu) continue;
       score +=   ;

   if ( ≦  )

        return location of reverse_address;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림 2) EEE-Geocoding Algorithm

3. 실험  평가

EEE-Geocoding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국 화학물질 보유 사업장  5569개소에 한 지오코딩 

 그 결과를 분석하 다. 사업장 주소는 실제 사업자가 

등록한 주소 정보를 사용하 으며, 행정명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혼재되어 있다. 지오코딩 결과는 문가가 검수를 

하여 정답 여부를 정하 다.

지오코딩의 결과는 정확도과 재 율이 모두 요하므로 

F1 score를 기 으로 지오코딩 성능을 비교하 다. 정확도

(precision)는 지오코딩 모듈에서 반환한 좌표  업체 좌

표의 비율로 계산하 으며, 재 률(recall)은 체 업체에 

해 지오코딩 모듈이 정상 으로 반환한 좌표의 비율로 

계산하 다. F1 score는 정확도와 재 율의 조화 평균으로 

구하 다.

성능 평가 결과는 다음 (그림 3)와 같다. 제안하는 

EEE-Geocoding 알고리즘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 으며, 

Naver, Tmap, Google, V-World의 순으로 지오코딩 성능

이 나타났다.

(그림 3) Geocoding 방법론 별 F1 Score 비교

4. 결론  시사

본 연구에서는 지오코딩의 성능 향상을 해 다수의 알

고리즘의 결과를 토 로 구성하는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EEE-Geocoding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알고리즘은 존 

지오코딩 API의 결과를 토 로 하여 가장 신뢰도 높은 성

능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완벽한 지오코딩

은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이는 사람이 표 하는 주소의 모

호성에 기반한다. 향후 인간의 주소 표  방식에 한 정

규화 과정을 거친다면 주소를 치로 변환하는 과정의 신

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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