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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생활의 터전인 토지는 유한한 자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가용토지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토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어나고 있으므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
을 꾸준하게 해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중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3개 법률
에서 50여개의 각종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
가 지닌 특성이나 잠재력을 계획수립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관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가 무척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들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비롯한 공간분석관련 정보기술의 급
속한 발달로 말미암아 과거 수작업 위주로 수립되어져 왔던 토지이용계
획 등 공간계획의 비효율성이 상당부분 해결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
보기술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점차 그 활용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와 아울러 국가기본도의 수치지도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공간계획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
이 조성되어감에 따라 이를 계획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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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GIS 활용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현행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단계별로
GIS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분석한 후,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각
단계별 GIS 활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GIS의 활용가능성
을 용인동백지구를 대상으로 사례지역에 적용해 봄으로써,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GIS 실험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현황분석, 적지분석 위주의 GIS 적용시도에서 한걸
음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의 全단계에 걸쳐 GIS 활용가능성
을 검토한 실험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덧붙여 이 연구가
향후 신도시나 신시가지 또는 기존도시의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한 GIS
적용시스템 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성실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
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적으로 관련연구를 발전시켜 나
가기를 기대한다.

1998. 12

國 土 開 發 硏 究 院
院 長

洪

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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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계가용자원인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의 일환으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들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지리정보체계(GIS)를 토지이용계획 수립
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 연구는 크게 4개의 주요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현행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상의 문제점을 토지이용계획 수립단
계별로 GIS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함
께 토지이용계획수립 관련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 현황자료수집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 수
작업위주의 현황분석에 따른 제반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수요예측모형이
너무 다양하고 적용 원단위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예측된 토지용도
별 수요치를 입지배분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토지용도별
입지배분시 토지잠재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점, 입지배분대안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 토지이용계획안 작성시 수작
업에 의한 도면오차가 발생한다는 점, 경미한 도면변경시에도 반복작업
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분석되었다.
둘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각 단계별 GIS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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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적용가능한 GIS의 주요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GIS 활용과 관련한 국내외 적용사례를 고찰하였으며, 아
울러 토지이용계획수립시 GIS 활용여부에 대한 관련전문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GIS의 각 단계별 활용가능성은 다음과 같
다. 현황조사분석 단계에서는 수치지도, 위성자료 등 정보자료의 활용으
로 자료수집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GIS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토지용도별 수요예측
단계에서는 토지용도별 표준 수요예측모형에 의해 통계프로그램과 연계
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수요추정이 가능하고 예측된 토지수요를 입지배분
시에 연계활용할 수 있다. 토지용도별 입지배분단계에서는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 기준에 의해 입지배분대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입
지적합성 기준변경에 따라 반복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속한 대안 비교평
가가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안 작성단계에서는 계획도면의 정확도를 높
일 수 있고 계획안 변경수정 등 도면관리가 용이하다.
셋째, 도출된 GIS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세부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여 용인동백지구를 대상으로 사례적용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국가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국가기본도인 수치지형도(1/ 5,000)
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위해 작성한 지가현황도, 인공위성 영상자
료, 기타 통계자료를 원자료로 사용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 필요
한 자연 및 인문사회환경 관련자료를 통합 연계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공간자료를 기반으로 대상지
역의 공간적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3차원, 그래프 등 다양
한 형태로 분석하고 출력하였다. 다음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에
대한 수요예측결과를 전제로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 기준을 마련하였고,
GIS의 중첩기법을 활용하여 각 용도별 입지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용도별
입지적합성 분석결과 토지용도간 상충이 발생하였고, 용도간 우선순위
방법으로 상충문제를 해결하여 토지용도별 입지를 배분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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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얻은 토지용도별 입지배분 결과를 참고로 하여 토지이용계
획안이 작성되었다.
넷째, GIS 활용가능성과 사례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GIS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
자료를 통합 연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과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
따라 필요한 분석기능 및 다양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응용시스템 개
발방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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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硏究의 槪要

1. 硏究背景

우리나라의 경우 가용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토지에 대한 수요
가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보전하기 위
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23개 법률에서 기본계획 28
개와 이를 세분한 계획 25개 등 총 53개의 계획을 수립1)하고 있으나 계
획수립시에 토지의 특성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분석 반영할 수 있는 자
료와 분석수단이 부족한 관계로, 주요 의사결정단계에서 계획가의 주관
적 판단이 많이 작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제반여건의 변동이 심한 상황하에
서는 많은 자료와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정확한 판단과 바람직한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을 해야할 요소의 대상이 많아지고 요소
간의 관계가 복잡하면 할수록 자료의 중요성이 커지게 마련이며, 다수의

1) 류해웅, 토지이용제도 : 한국과 일본의 법제비교, 국토개발연구원, 1988, 3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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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어야만 올바른 계획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작업 위주의 형
식적 자료분석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집한 공간자료를 통계 등
문자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공간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또
한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계획과정에 필
요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들어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al Inform ation System s)을
비롯한 공간분석관련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여 과거 수작업 위주로
수립되어져 왔던 공간계획의 비효율성이 상당부분 해결가능해지고 있으
며,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계획대안을 수립함에 있어 효과적인 의사
결정 지원수단으로서 GIS의 활용가능성이 점차 증대되어가고 있는 추세
에 있다.
이와 아울러 최근 국가기본도의 수치지도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
어 공간계획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
는 기반이 조성되어감에 따라 이를 계획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2. 硏究目的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GIS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현재 추진중인 국가 GIS사업
의 구축결과를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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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硏究範圍
이 연구에서는 현행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계별로 GIS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들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각 단계별 GIS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출된 GIS의
활용가능성을 사례지역에 적용해 보고,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GIS 실험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토지이용관련 법제도 내에서의 여러 토지이용계획
중 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GIS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사례연구 대상지역으로 용인동백 택지개발지구를 선정하였다.

4. 硏究方法
1) 문헌조사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
석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수립시의 GIS 활용가능성을 검토한다.

2) 인터넷조사

인터넷조사를 통해 외국의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GIS 활용사례를 분석
한다.

3) 설문조사

토지이용계획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22

이용계획 수립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의 현황, 문제점 및 GIS 활용여부 등을 조사한다.

4) 사례연구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각 단계에서 GIS를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이
를 사례지역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활용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토지이
용계획을 위한 GIS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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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 연구진행과정

第2章

土地利用計劃 樹立過程의 現況과 問題點

1. 土地利用計劃의 槪念과 類型
1)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토지이용계획이란 계획구역내의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 계획으로서, 일정 공간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활동들의 수요를 예
측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다.
광의의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적 기
본계획이며, 협의의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과 상호 유기
적 관계를 갖고 있는 도시계획의 한 부문이다.
최근들어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계획수립에 계획집행을 포함하여 토지
이용계획으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인 바, 기존도시 토지이용계획에서의
집행수단은 지역지구제와 도시계획사업 등을 포함하며, 신도시 또는 신
시가지에서의 집행수단은 개발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포함
하고 있다2).

2)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편저, 토지이용계획론, 보성각, 1996,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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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계획의 역할

주어진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주요역할을 요약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 토지이용
형태 등이 결정된다.
둘째, 개인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계획목표와 내용을 실현하
기 위해 용도지역 지구 지정 등 집행수단을 제시한다.
셋째,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계획적 개발
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무계획적 시가지확산을 방지한다.
넷째, 개발을 위한 토지 이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장래를
위해 보존해야 할 토지를 결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의 최근경향
①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와 민간자본 참여확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에 속했던 토지이용계
획과 관련된 많은 결정권이 지방정부로 위임되었다. 개발권한이 강화된
지방정부는 토지이용계획과 관리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으며, 계획 추진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자본의 참여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②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증대
과거 개발일변도의 사회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
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반시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날
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공공개발
과 사적개발에 대한 반대운동도 급속도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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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해집단의 영향력 증대
민주화의 진전과 주민자치권의 향상으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영향력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
라 효과적인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 집단
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④ 정보시스템의 적극적 활용경향
공공과 민간사이의 이해조정,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이해 조정, 기타
토지이용계획수립과정에서의 각종 이해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
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계획과정에 정보기술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의 출현과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GIS의 이용
이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분야에서도 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가고 있다.

4) 토지이용계획의 유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23개 법률에서 기본계획 28
개와 이를 세분한 계획 25개 등 총 53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
이용계획체계상에서 보면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으
로 구분이 가능하고 계획대상지 규모별로는 단지, 지구, 도시, 지역, 국토
차원의 토지이용계획으로 유형구분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종 토지이용계획 중 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을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의 구득여부에 따라 기존도시의 토지이용계획
과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 개발계획수립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을 대상으
로 하고자 한다. 이 경우 주된 법적 고려대상은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
진법 등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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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주요 토지이용계획
구
분
국
토

계획명

계획내용

관련법규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공간의 개발 및 정비
-전국, 도, 군, 특정지역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계획

-5개 용도지역 구분
-지역별 토지이용규제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

-3개 권역구분
-권역별 추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광역개발사업계획

-광역개발권역 지정
-권역별 실시계획

지 역균형 개발및 중소
기업육성에관한법률

-개발촉진지구 지정
-복합단지실시계획

지 역균형 개발및 중소
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주도종합
개발계획

-연차별투자계획 및 실시계획

제 주도개 발특별 조치
법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 기본구상
-주요부문별 도시개발계획

도시계획법

지
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도 도시계획
시

-용도지역지구지정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법
-연차별집행계획 및 실시계획

택지개발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재개발기본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도시재개발법

공업배치기본계획 -공업배치시행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국가, 지방, 농공단지개발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보전 및 이용
기
타 자연환경보전계획 -자연환경보전

공 업배치 및공장 설립
에 관한법률
산 업입지 및개발 에관
한법률
하천법
자연환경보전법

농지개발기본계획 -농지개발과 보전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자원 조성계획

산림법

관광지조성계획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시설
관광진흥법
계획

자료: 류해웅, 전게서, 3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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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土地利用計劃 樹立過程
1) 계획과정과 토지이용계획과정
토지이용계획과정은

개방형

문제해결과정(op en-end ed

problem

solving process)으로서 가능한 해결안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획가는 주어진 상황하에서 보다 나은 해결안
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분석, 비교, 평가를 행하게 된다.
계획에 있어서의 문제해결과정은 계획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과
정에서의 문제해결과 대외적인 타협과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의 두가지
측면이 있다3) .
계획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과정은 전통적으로 블랙박스로 여겨
져 왔으나, 계획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중시하게 됨에 따라 이 과정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계획과정의 고전적 모델인 분석-종합평가-결정의 순환적 과정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
로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해결 과정으로서,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안이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며 이러한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해결안을 모
색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대외적인 타협과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과정은 효율적인 의사전달을 통
해 계획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발주체, 주민, 계획가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이다. 최근 들어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종래 블랙박
스로 인식되어 왔던 계획과정을 합리화, 객관화, 구체화하는 작업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계획과정은 다음 <그림 2-1>과 같다. 계획은 현실을 바탕으

3) 류중석, 도시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도시정보시스템의 역할과 신기술의 활용전망,
국토정보, 1993.6,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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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람직한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판단
(목표설정)과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리고 목표와 현실을 이어주는 가능한 방안들이 검토(대안설정)되어져야
하고 이들 방안들을 객관적으로 상호비교(평가)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확정된 계획에 따라 계획집행이 이루어지고
집행결과를 사후 평가하여 원래의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환류과정이 이
어진다4) .

<그림 2- 1> 일반적 계획과정

토지이용계획도 계획의 한 유형인 만큼 일반적인 계획과정의 논리를
따른다. 다만 토지이용이라고 하는 특정사안에 대한 계획이란 점에서 목
표설정, 현황분석에서부터 계획확정에 이르는 각 단계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 다른 종류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

<그림 2- 2> 일반적 토지이용계획과정

4)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편저, 전게서, 129-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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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설정단계에서는 바람직한 토지이용상태를 상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지고, 현황분석단계에서는 토지이용의 현재상황과 여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장래의 용도별 토지수요를 예측하고, 대안작성과 평
가를 통해 예측된 수요를 적절히 공간상에 배분하는 입지배분단계가 뒤
따른다. 이어서 선정된 입지배분대안을 계획안으로 작성하는 단계와 용
도지역 지구 등의 지정에 의한 집행단계가 이어진다.

2) 토지이용계획 단계별과정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들 각 단계 중 특히 현황조사
분석단계, 토지용도별 수요예측단계, 토지용도별 입지배분단계, 토지이용
계획안 작성단계 등에서 이러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한다.

(1) 현황조사분석 단계
토지이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총망라하여 현재의 문제
점과 잠재력, 그리고 계획목표에 도달하는데 있어서의 제약요인 등 세가
지 관점에서 조사, 분석하는 과정이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적(d escriptive) 방법, 도면화방법, 통계분석방법 등
을 통해 다양하게 분석, 정리되어 결과로 표현되며, 통계분석과 공간분석
을 합친 형태로서의 GIS는 공간문제를 다루는 토지이용계획분야의 효과
적인 현황조사분석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2) 토지용도별 수요예측 단계
계획구역내 입지하게 될 인간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등)의 규모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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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고, 이러한 활동을 수용할 용도별 토지의 규모를 적정원단위와 밀도
기준에 의거하여 예측하는 과정이다.
인간활동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추세 연장법, 지역간 비교
유추법, 계량경제모형 등 다양한 예측모형이 활용되며, 수요예측, 원단위
설정 등 각 과정에서 대안작성 및 평가작업이 이루어진다.

(3) 토지용도별 입지배분 단계

용도별 입지특성 및 기준을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 나가는 과
정이다.
전단계 과정에서 행해진 모든 분석결과의 종합과정으로서 대안 평가시
에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화, 도
식화가 가능한 방대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GIS 활용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4)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단계

입지배분계획안을 근거로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이
다.
개략적 구상도면 수준인 계획안을 현실상황에 부합되게 집행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안을 도면상에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GI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치지형도 등 공간자료를 기본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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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土地利用計劃 樹立過程 段階別 現況과 問題點
1) 기본전제

문헌조사, 설문 면담조사 등을 통해 기존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의 각
단계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GIS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GIS의 활용으로 해결가능한 문제와 각 단계에서의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2) 현황조사분석 단계

(1) 현황조사분석 과정
① 현황조사분석 항목
토지이용계획의 유형이나 계획목표에 따라 현황조사분석 항목이 다를
수 있으나 토지이용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능한 모두
포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으로 대별할 수 있
다.
자연환경 조사항목에는 지형 지세, 기상 기후, 지질, 토양, 수문, 생태,
경관 등이 포함되며, 인문사회환경 조사항목으로서 인구, 산업 경제, 토
지이용, 건축물, 교통, 공급처리시설, 관련계획 등이 포함된다.

② 자료수집
토지이용계획에서 활용되는 조사자료는 자료원(data source)에 대한 접
근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자료(prim ary data)와 2차자료
(secondary data)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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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 현황조사분석 항목 및 분석종류 예시
항

자연환경

인문환경

목

세

부

내

용

지형·지세

표고, 경사, 향 등

기상

기상, 기후 등

토양

지질, 토양 등

수문

하천, 수계, 상습침수지역 등

생태

식생, 녹지자연도, 동물 등

경관

경관축, 스카이라인 등

인구

인구수, 인구구조, 인구밀도, 가구수 등

산업 경제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등

토지이용

지역 지구 구역, 용도별 토지이용, 지목별 토지
이용, 지가 등

건축물

용도, 규모, 층고, 건폐율, 용적률, 기타구조물 등

교통

교통시설, 교통량 등

공급처리시설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시설 등
관련계획

상위계획, 도시계획, 부문별계획 등

1차자료란 토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단위지역이나 당해 주민들로부
터 현지조사나 관찰, 면접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출한 자료를 말한다.
1차자료는 계획가가 원하는 현실감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
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료수집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
를 지니고 있다. 1차자료는 조사방법에 따라 현지조사, 면접조사, 설문조
사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2차자료란 계획가가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존의 여러 기록으로부터 추출한 자료를 의미한다. 2차자료는 일차자료
에 비해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토
지이용계획 자체를 위해 조사된 것이 아니므로 계획목적에 충족되지 않
을 수 있는 등의 한계가 있다. 2차자료는 자료가 구축된 특성에 따라 문
헌자료, 통계자료, 도면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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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로 통계적 기법이 활용된다. 어떤
장소나 현상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비율화 하거나 대
표값 등 보다 유용한 결과치로 요약하는 기술적 접근 방법과 전제된 가
설을 검정하여 연역적 원리를 수립하는 추론적 통계기법 등이 활용된다.
분석결과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도표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현황문제점
① 자료수집시 시간과 비용의 과다소요
건축물, 토지이용현황자료 등의 경우 실제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공부
확인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뢰성 여부도 불분명하다.

<표 2- 3> 현황조사시 문제점
문항내용

답변수 구성비(%)

자료를 수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21

22.83

최신의 자료를 얻을 수 없다

15

16.30

기존의 지도 또는 통계자료에 오류가 많다

15

16.30

전산화된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다

24

26.19

계획에 필요한 자료 자체가 없다

6

6.52

계획 수립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변화하는 현실
을 고려하기 힘들다

10

10.87

분류기준 등의 상이로 자료간의 통합이 곤란하다

1

1.19

92

1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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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22.8%가 자료
수집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의 과다소요를 지적했고, 26.2%가 전산화자료
의 구득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② 수작업 위주의 분석에 따른 제반문제 발생
표고, 경사 등 분석시 분석기준이 변경되면 다시 반복하여 수행하는
등 분석에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또한 적절한 분석수단의 부족으로 자료간 상관관계의 파악이 곤란하여
(지목, 용도지역과 실제 토지이용현황과의 관련성 등) 형식적 분석에 그
치는 경향이 있으며, 분석자료를 다양한 측면으로 출력하거나 관리하기
가 어렵다.
적지분석 등 중첩분석시 대상지에 대한 자료가 복잡하고 방대할 경우
자료의 체계적인 처리가 곤란하고 분석의 정밀도 또한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 2- 4> 현황자료 분석시 문제점
문항내용

답변수 구성비(%)

자료간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35

44.87

지도, 통계 등의 자료를 다양한 측면으로 출력 또는
관리하기 힘들다

21

26.92

분석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8

10.26

분석의 지표 및 단위를 융통성있게 설정, 분석하기
힘들다

12

15.38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나 계획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1

1.28

기준 및 지표에 대한 기초연구자료가 부족하다

1

1.28

78

1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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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용도별 수요예측 단계

(1) 토지용도 구분
토지용도별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먼저 계획목표에 의거하여 계획대상
지내 입지하게 될 인간활동의 종류, 즉 토지용도를 설정해야 한다. 토지
용도를 구분하는 작업은 계획목표나 관점에 따라 세분될 수도 단순화될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주거용도, 상업 업무용도, 공업용도, 녹지용도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계획법과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토지용도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시계획법상의 용도구분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
계획에서의 토지용도는 크게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용지 및
개발예정용지 등 5가지로 대별되며5), 기타 도시계획법 2조 1항 1호 나목
에 게기한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용지가 포함된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용도구분
택지개발계획상의 택지는 크게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되
며, 그 세부분류는 <표 2-5>와 같다6) .
주택건설용지에는 단독주택건설용지와 공동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
설용지 등이 포함된다.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아파트건설용지와 연립주택
건설용지로 나뉘며,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게기한 시설을 위한 용지가 포함된다.

5) 건설교통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1994.7.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5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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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5>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토지용도구분
토지용도

세부용도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용지
상업 업무시설용지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용지
기타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에는 도시계획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용지, 상업 업무시설
용지,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용지, 기타시설용지 등이 포함된다.
도시계획시설용지에는 도시계획법 2조 1항 1호 아목,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한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광장, 주차장 등 40개 시설, 연구시설, 문화
시설, 종합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시행령에 게기한 기타 12개 시설
등을 위한 용지가 포함된다. 주거편익시설용지에는 어린이놀이터, 노인
정, 집회소,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우편시설, 공동목욕탕, 종교시설 등
을 위한 용지가 포함된다. 상업 업무시설용지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을 위한 용지가
포함된다.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용지에는 지역의 자족기능확보를 위하
여 필요한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용지가 포함된다. 기타시설용지로서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시설을 위한 용지가 포함된다.

(2) 토지용도별 수요예측
대상지의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는 목표년도의 인구 및 경제활동 규모
예측, 목표년도의 토지이용 밀도기준 설정, 용도별 토지이용수요 산출의
3단계를 거쳐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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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용도
목표인구와 가구당 인구수로부터 목표년도 주택호수를 산정하고 주택
유형별(저밀, 중밀, 고밀) 평균용적률과 평균주택규모를 설정한 후 공공
용지율을 적용하여 소요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2- 6> 주거용도 수요추정방법의 예
산정방법

산정공식

상정인구밀도에
의한
산정방법 (Ra )

n

적용원단위 매개변수
주거지역 면적총량 (Ra)
주거입지별 배분된 상
정인구 (Ai)
주거입지별 상정인구

Ai
di

Ra =
i

밀도 (di)
주거입지별 인구밀도
계측구분 (i......n)
주거지역 면적총량 (Rb)
주거지역 대상인구 (P)

주택 1호당
부지면적에

시가지내 보급률 (β)
Rb =

의한 방법 (Rb)

P * * *d
H *(1- ) *(1-

주택지율 (r)
주택1호당 부지면적 (d)

)

가구당 인구 (H )
공공용지율 (δ)
주민 1인당
부지면적에

Rc =

주거지역 면적총량 (Rc)
계획인구 (P)

P *k

의한 방법 (Rc)

주민1인당 상면적 (k)
주택수 (A=P/ H )
시가화계획구역내

계획인구 및
소요주택수에

Rd =

의한 방법 (Rd)

공지율의
적용에 의한
방법 (Rf)
(Rb)식으로
multiplicative식을
적용한 추정식
(r2=0.78)

Rf =

E*

1
1-

C* *d *(1(1- ) *(1-

y = ax b
log y = log a + b log x
log ( 1) - log ( a)
P = ex p (
1- b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도시계획편람, 1984

수

용할 주택수 (B)
주택지에 수용될 주택
호수 (C=B*r)
주택부지면적 (D=C*d)
주택용지 (E)
)
)

C=P/ H

P=10.97
+

log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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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업 업무용도
상권분석에 의거하여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및 1인당 매장면적을 산정
하거나(상업용도의 경우), 대상지역내 취업인구 비율과 1인당 사무실 점
유면적을 산정하여(업무용도의 경우), 소요 건축연면적을 산정한 후 평균
용적률, 건폐율, 공공공지율을 적용하여 상업 업무용도 소요면적 산출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2- 7> 상업 업무용도 수요추정방법의 예
산정방법

산정공식

활동대상인구에
의한 방법 (Ba)

Ba =

Pa * a
r * n * ( 1 - e)

적용원단위 매개변수
상업지역 면적 (Ba)
상업지역 이용인구 (Pa)
건폐율 (r)
평균층수 (n )
공공용지율 (e)
이용인구 1인당 평균상면적 (a)
상업지역면적 (Bb)

종업원수에 의한
방법 (Bb)

상업지역
기능구분에 의한
방법 (Bc)

Bb =

P b* b
r * n * ( 1 - e)

상업지역 종업원인구 (Pb)
평균층수 (n )
공공용지율 (e)
종업원 1인당 바닥면적 (b)

중심상업업무지구, 지역중심상업지구, 지구중심상업지역으로 구
분하여 각 상업지역마다의 이용영역 또는 배후지와 이용인구를
설정하고 각각 다른 원단위를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법 (중심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구분하는 방법)
상업지역 수용인구 (n 1)

이용인구와
건물용적에 의한
방법 (Bd)

(Ba)식으로
multiplicative식을
적용한 추정식
(r2=0.65)

B

d

1 =
1 =

B

r1( 1 - P 1) *N
a1
r1( 1 - P 1) *N
a1
d

상업지역 면적 (Bd)
순인구밀도 (δ1)
건폐율 (r1)
평균층수 (N )
1인당 점유바닥면적 (a1)

y = ax b
log y = log a + b log x
P=1.1935
log ( a ' ) - log ( q)
P = ex p (
)
1- b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도시계획편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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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업용도
목표년도 산업별 고용인구를 추정하고, 산업별 고용밀도(단위면적당
고용인구수)를 산정하여 공업용도 소요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2- 8> 공업용도 수요추정방법의 예
산정방법

산정공식

적용원단위 매개변수
공업지역 면적 (Ia)
공업지역 활동대상인구 (Ai)

활동대상인구에 의한
방법 (Ia )

a *A i* r
( 1 - e) * ( 1 -

Ia =

)

공공용지율 (e)
1인당 부지면적 (a)
공업용지율 (r)
혼합률 (α)
공업지역 면적 (Ib)
업종별 업체수 (ai)

n

업종별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Ib)

업종별 업체당 부지면적 (bi)

a * bi
1

Ib =

( 1 - e) * ( 1 -

)

공공용지율 (e)
혼합률 (α)
i 업종 (i)

표준
공장
원단
위법

업종별
종업원수 (C)에

Ic =

의한 방법 (IC)

Ic =

업종별
출하액 (m)에

Id =

의한 방법 (Id)

LA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Ie )

I

e

=

P *E *P m *a
1C* ( 1 - )

=

m *am
(1- )
Id
1-

W
p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도시계획편람, 1984

m

공업지역 면적 (Ia)
인구 (P)
취업률 (E)
제조업인구 구성비 (Pm )
제조업 1인당 점유토지면적
(am )
P*E*Pm (C)
업종별 출하액 (m )
업종별 1인당 점유토지면적
(am )
공공용지율 (δ)
공업지역 총량 (LA)
제조업인구 (W)
공업지역 평균인구밀도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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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원 녹지용도
계획대상지역내 인구 1인당 녹지수요 원단위를 적용하여 추정하거나,
대상지역내 공원녹지체계 등을 감안하여 목표년도 공원녹지의 적정비율
을 설정하여 추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공원법에 의해 도시공원의 면적을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 1인당 최소 6㎡,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할
경우에는 1인당 최소 3㎡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3) 현황문제점
① 수요예측모형의 난립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용도별 수요예측을 위한 예측모형
이 매우 다양하여,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모형을 임기응변식으로 적용
하거나 2-3개 모형의 결과치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하는 등 계획목표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② 적용 원단위기준의 애매모호성
공공용지율, 1인당 점유면적 등 원단위기준의 경우 일관된 기준이 정
립되어 있지 않아 계획가의 편의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수작업으로 인한 오차발생
예측된 수요치를 수작업에 의해 입지배분과정을 거쳐 도면화하는 과정
에서 오차가 발생하여 예측된 수요치를 정확하게 도면에 배분하기가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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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용도별 입지배분 단계

토지용도별 입지배분 단계에서는 토지용도별 특성과 입지배분기준을
바탕으로 적정대안을 설정하여 이를 평가함으로써 최적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입지배분에 고려되는 사항은 매우 다양한 바, 대상지역
의 발전과 장래 공간구조를 고려해야 하며, 교통망과 조화를 이루고, 주
요 도시기반시설 등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지형조건 등 토지잠
재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1) 토지용도별 입지배분 기준

① 주거용도
지형조건으로서 경사도는 4%내외가 이상적이며 25%까지도 개발이 가
능하나 10%내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고는 당해 도시기
반시설이 입지해 있는 지역의 표고보다 50m 를 넘지않는 것이 바람직하
다.
접근성 조건은 도시내 주요 편익시설 및 휴식공간과의 접근성이 용이
한 곳,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새로이 설치가 가능한 곳
등이다.
주변환경여건은 공업시설이나 교통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적은 곳으로서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상업 업무용도
지형조건으로서 관련시설 및 교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형조건을
갖춘 곳(경사 5%이내 등)이 적합하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도시내외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당해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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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되 상업, 업무, 사회, 문화시설
등의 집적이 요구되는 지역 등의 조건을 갖춘 곳이 바람직하다.
주변환경여건은 생활편익시설, 중심업무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
고 시설이용의 편리성, 업무수행의 능률성 등이 최대한 확보되는 지역이
적합하다.

③ 공업용도
지형조건으로서 경사도, 최소부지면적규모 등 지형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 적합하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화물운송을 위한 주요교통수단과 직접적으로 연결
이 용이한 곳, 고용자 출퇴근 접근성이 용이한 곳과 폐기물 처리, 용수확
보 등을 고려한 지역이 적합하다.
주변여건으로서 주변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완충녹지 설치가능 등)과 장래 시가화구역 확장 등 도시발전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않을 지역 등이 바람직하다.

④ 녹지용도
지형조건으로서 시가화 부적당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문화재 사적
기념물 등 보전지역, 완충녹지 필요지역, 주요 시설보호지역, 기타 공지
등을 들 수 있다.
접근성 조건으로 도시전체의 공원녹지체계를 고려하여 이용에 용이한
곳, 각종 도시시설과 공간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 등이 바람직하다.

제2장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45

(2) 현황문제점

① 입지배분시 토지잠재력 반영 미흡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 배분기준이 계량화되기 곤란하고, 또한 주거,
상업, 공업 등 도시적 용도의 경우에는 입지기준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
다. 따라서 입지배분시에는 토지잠재력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여건과 아
울러 도시공간구조 골격구상개념에 크게 좌우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계
획가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작용하게 마련이다.

② 입지배분대안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 곤란
입지배분 대안 평가시에도 준비된 계획안을 합리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평가요인을 선정하고 평가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마찬가지로 계획가의 주
관이 많이 개입되게 마련이다. 이 경우 계획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표 2- 9> 토지용도별 입지배분시 문제점
문항내용

답변수 구성비(%)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계획대상지의 잠재력을 입지
배분에 반영하기 어렵다

11

14.29

입지배분과정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32

41.56

입지배분 기준을 융통성있게 설정·변경하여 대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기 어렵다

16

20.78

용도간 상충문제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어
렵다

16

20.78

계획가의 의견보다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배분된다

2

2.6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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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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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단계

(1) 토지이용계획안 작성과정
입지배분 계획안을 주요 지형도를 바탕으로 실제 도면상에 작도하는
과정으로 각종 지침상의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개략적 구상도면 수준인 계획안을 현실상황에 부합되게 집행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안을 도면상에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GIS에서 기본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치지형도 등 공간자료를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황문제점
① 수작업에 의한 오차발생
수작업에 의존함으로써 작도시 기준이 되는 현황자료를 정확하고 신속
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면상에 오차가 발생하고 도면제
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② 경미한 변경에 따른 반복작업
경계변경 등 경미한 내용 변경시에도 새로이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등
반복작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표 2- 10> 토지이용계획안 작성시 문제점
문항내용

답변수 구성비(%)

토지이용계획안을 도면화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

11

14.29

도면작업을 수작업에 의존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12

15.58

계획내용의 경미한 변경시 반복작업이 뒤따른다

21

27.27

계획안을 작도할 때 기준이 되는 현황자료를 정확,
신속하게 활용하기 힘들다

33

42.86

합계

77

100

第3章

土地利用計劃에서의 GIS 活用可能性 摸索

1. GIS의 槪要
1) GIS의 개념정의

GIS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나,

이들 중 공

통되는 점은 공간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협의의 GIS는 공간과 관련된 정보관리의 측면을 강조한 견해로서 공
간 및 속성자료의 효율적 처리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
에서는 GIS를 일반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한 유형으로 취급하므로
GIS의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
광의의 GIS는 공간분석 및 의사결정지원수단의 관점으로 입지선택이
나 영향권분석 등 도형 및 속성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분석의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어, 도시계획, 조경 등 공간계획을 다루는 분야에
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
이 연구에서의 GIS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개체나 현상의 위치와 속성
을 나타내는 제반자료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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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련의 과정과 이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GIS에서 사용하는 자료

GI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지도,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에서 표
현되는 공간(도형)자료와 센서스 등의 숫자자료 및 지명, 도로명 등의 문
자자료로 다양하다.
공간자료에는 일정한 모양의 격자로 개체의 위치와 그 값을 표현되는
래스터(raster) 데이터와 점으로 개체의 위치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표현
하는 벡터(vector) 데이터가 있다.
래스터 데이터는 가장 간단한 데이터 모델로 중첩, 근접성 분석에 있
어서 처리속도가 매우 빠르나 격자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치를 정확
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벡터 데이터는 개체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
하게 표현하나 중첩, 접근성 등 계산처리 속도가 래스터 데이터와 비해
서 상대적으로 느리다.

<그림 3- 1> 래스터데이터

<그림 3- 2> 벡터데이터

래스터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간에는 상호변환이 가능하고, 중첩하여
분석 출력할 수 있다. 가령 인공위성 자료를 분석한 토지이용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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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터) 위에 행정구역경계 자료를 중첩하여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면적현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 3> 래스터자료와 벡터자료의 변환

3) GIS의 주요기능

(1) 자료수집 기능
원시자료(raw data)에는 지형도, 지적도를 비롯한 각종 도면, 현지조사
도면 등의 공간자료와 각종 대장, 서식, 현지조사자료, 통계자료 등의 속
성자료가 있다.
공간자료는 사용목적에 따라 벡터데이터와 래스터 데이터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벡터자료는 디지타이져 장비를 이용하여 도형을 입력해 가는
디지타이징, 화면상에서 직접 입력하는 스크린 디지타이징, 스캐닝한 이
미지 데이터의 벡터화 등을 통해 작성한다. 래스터자료는 도면자료를 스
캐너를 통해 스캐닝하거나 자원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위성자료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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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통계 등 속성자료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Data
Base Managem ent System)을 이용하여 입력하고 공간자료와 결합(join)
또는 연계(relate)한다.

(2) 정보검색 기능
정보검색은 어떤 곳에,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등을 원하는 조
건을 주어 관련된 정보를 선별적으로 검색하는 기능으로 정보검색기능을
통하여 환경민감도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검색작업에 사용하는 연
산자는 대부분 부울논리(Boolean Logic) 연산자이다.

<그림 3- 4> 특정지점에 대한 정보검색

(3) 지형모델링 기능
기호화된 현상들 사이의 공간관계를 지형에 따라 인근성, 접근성 등을
분석하는 기능이다. 주유소나 정유공장 같은 점오염원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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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 점오염원으로부터 거리와 영향권

(4) 망분석 기능
도로망이나 수계망 등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단
거리, 이동경로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하천의 유속과 방향을 이용하여 저
수지 근처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하천으로 방출할 때 저수지에 오염물
질의 침투경로와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 6> 망분석을 통한 오염물질의 침투경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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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첩분석 기능

GIS의 분석기능 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중첩기능이다7) . 이는 각 주제
도를 중첩시켜 일정논리에 따라 특정기준을 만족하는 적지를 찾아내는
공간탐색(Sp atial search)기법이다.
GIS에서는 실세계를 각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하
며, 각 주제에 대한 분석을 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로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주어 그 거리 내에 존재하는 정보를 새로이 산출해 내기도 하며,
이는 또 다른 주제도가 된다. 이러한 주제도는 어떤 문제해결에 있어 각
각 하나의 조건이 되며, 이들을 중첩시켜 여러 조건에 맞는 해결책을 찾
아낸다. <그림 3-7>은 중첩기능에 대한 모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모형
에서는 적지분석에 필요한 요인지도를 중첩시켜 하나의 종합지도가 생성
됨을 보여주고 있다.

factor 1
fa ctor 2
fact or 3

factor n
com p osit e m ap
<그림 3- 7> 적지분석 모형
자료: Whitely D.L., et al., 1993, p .50

7 ) Berry J.K., B ey ond M app ing : Concep ts, A lg orithm s, and I ss ues in GI S , GIS
W orld, 1993,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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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은 경사도와 토양의 주제도를 변환행렬(conversion m atrix)
에 의해 중첩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래스터자료의 주제도를 중첩시
킨 후, 목적에 맞는 부울연산을 하여 결과물을 생성한다.

<그림 3- 8> 중첩기법의 연산
자료:

Jeffrey Star, John Estes,
Introduction, 1990, p .147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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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출력 기능

GIS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의사결정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
로 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그림, 문자, 숫자 등을 연계시켜 종이나 화
면에 신속하게 출력하는 기능이다. 특히 3차원 GIS의 발달로 대상지역에
대한 각종 분석결과를 3차원 지형 위에 중첩하여 출력할 수 있게 됨으로
써 대상지역의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유용하다.

<그림 3- 9> GIS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출력

4) GIS와 정보기술의 활용

(1) GIS의 주요활용범위
GIS는 활용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 유용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GIS의 유형과 활용범위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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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1> GIS의 유형과 활용범위
유형
지역정보시스템 : RIS
(Regiona l Information Syste m)
도시정보시스템 : UIS
(Urba n Information System)
토지정보시스템 : LIS
(La nd Information Syste m)

활용범위
건설공사계획수립을 위한 지질, 지형자료
의 구축,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관
리에 활용
도시현황파악,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기
반시설관리, 도시행정, 도시방재 등의 분
야에 활용
다목적 국토정보, 토지이용계획수립, 지형
분석 및 경관정보추출, 토지부동산관리,
지적정보구축에 활용

교통정보시스템: TIS
(Tra nsportation Information Syste m)

육상, 해상, 항공교통관리, 교통계획 및 교
통영향평가에 활용

수치지도제작 및 지도정보시스템: DM/MIS
(Digita l Mapping/Map Information Syste m)

중소축척 지도제작, 각종 주제도 제작에
활용

도면자동화 및 시설물관리시스템 : AM/FM
(Automated Mapping/Facility Ma nage me nt)

도면작성자동화, 상하수도시설관리, 통신
시설관리 등에 활용

측량정보시스템 : SIS
(Surveying Information Syste m)

측지정보, 사진측량정보, 원격탐사정보를
체계화하는데 활용

도형 및 영상정보시스템 : GIIS
(Graphic/Image Information Syste m)

수치영상처리, 전산도형해석, 전산지원설
계, 모의관측분야에 활용

환경정보시스템 : EIS
(Environme nta l Information Syste m)

대기, 수질, 폐기물관련정보 관리에 활용

자원정보시스템 : RIS
(Resource Information Syste m)

농수산자원, 삼림자원, 수자원, 에너지자원
을 관리하는데 활용

조경/경관정보시스템 : LIS/VIS
(La ndscape/Viewscape Information Syste m)

조경설계, 경관분석, 경관계획에 활용

재해정보시스템 : DIS
(Disaste r Information System)

각종 자연재해방재, 대기오염경보, 민방공
등 분야에 활용

해양정보시스템 : MIS
(Ma rine Information System)

해저영상수집, 해저지형정보, 해저지질정
보, 해양에너지조사에 활용

기상정보시스템 : MIS
(Meteorologica l Information System)

기상변동추적 및 일기예보, 기상정보의 실
시간처리, 태풍경로추적 및 피해예측 등에
활용

국방정보시스템 : NDIS
(Nationa l Defe nce Information Syste m)

가시도분석, 국방정보자료기반, 작전정보
구축에 활용

자료: 박익서, 박경복,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GIS 활용체계의 개발방향, 국토
개발연구원, 1996,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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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S 관련 정보기술

GIS는 비교적 구조화되고 명확하게 정의된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도구
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나 계획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최적화가 불가
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멀티미디어(Multim edia), 전문가시
스템(Exp ert System )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
용화단계까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① 멀티미디어
그래픽(graphic) 뿐만 아니라 오디오(au dio)와 비디오(video) 등의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관련정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이다.
멀티미디어 기술은 여러 종류의 미디어를 종합하여 통일된 정보이용환
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쉽게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
다. 계획가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주어진 조건에 적합한 개발계획에
대한 결과를 애니메이션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모의실험(Sim ulation)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기존의 현황과 개발후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면
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근에는 전문가시스템과의 접합을 통해 논리적 판단기능 및 자체학습
기능까지 갖춘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② 전문가시스템
전문분야의 지식을 체계화하여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를 구축하
고 추론엔진(Inference Engine)을 통해 진단, 조언,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각종 분석프로그램이 명확한 알고리즘에 입각한 데이터 처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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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던 것에 비해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추론, 미완성 데이터에 입각
한 판단기능, 판단과정의 추적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과정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의사결정체계를
구조화하여 이를 rule base로 구축하고, 계획가의 선험적 지식을 지식베
이스(know led ge base)로 구축하여, 이를 GIS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 10> 전문가 시스템

③ 캐드시스템
캐드(Com puter Aided Design : CAD)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자가
모니터에 나타나는 그래픽을 보면서 입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
는 시스템이다. 다른 시스템과 차이는 사용자가 화면을 보면서 손쉽게
입체적으로 각종 객체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드는 공간자료, 속성자료를 통합관리 하기는 어려우나, 공간자료를
편집하는데는 GIS보다 용이하고 특히 분석결과를 3차원으로 표현하는
기능이 탁월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에 GIS와 상호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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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GIS 구축현황

① 1단계 NGIS사업(1995-2000년)
사업개요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각종 재해의 방
지를 위해 국토공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21세기의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적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GIS가 사회간접자본이란 전제하에 국가차원의 GIS표준
을 설정하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GIS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GIS의 활용기반과 여건을 성숙시킬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다.
주요사업은 지형도 공통주제도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
업, 공공목적의 GIS 활용체계 개발사업, GIS 관련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사업, GIS 표준화사업, 국가GIS사업 지원연구사업 등이 있다.
N GIS 사업의 추진주체는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행정자치부, 정보통
신부 등 9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국가GIS추진위원회이며, 그 산하에 총
괄분과, 지리정보분과, 표준화분과, 기술개발분과, 토지정보분과의 5개분
과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형도 전산화사업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근간이 되는 1/ 1,000, 1/ 5,000 및
1/ 25,000

축척의

지형도를

수치지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995-1998년이다.
1/ 1,000 지형도는 전국의 78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1998년까지
완료예정이고, 1/ 5,000 지형도는 산악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1997년까지 완료했으며, 1/ 25,000 지형도는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1996년
에 강원도일원의 159도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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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주제도 전산화사업
각종 주제도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별로 독자적인 제작에 따른 중복
투자를 줄이고 보다 실용적인 GIS 응용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주제도는 국토이용계획도, 지형지번도, 토지이용현황도, 도시계획
도, 행정구역도, 도로망도 등 6종으로, 1997년 공통주제도 제작을 위한
세부시행계획과 제작지침을 작성하였고 본격적인 공통주제도의 전산화사
업은 1998-2000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② 2단계 NGIS사업

사업개요
199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2단계 NGIS 사업은 국가 GIS 구
축사업의 추진방향과 실적에 대한 점검과 현안과제의 도출을 통해 1단계
사업의 마무리방안을 모색하고 2단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간정보생산체제를 1단계사업의 생산자중심체제에서 수요자중심체제
로 전환하여 정보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을 크게 기반조성분야, 정보생산분
야, 정보유통분야, 정보응용분야의 4개 분야로 대별하고 있다.
정보생산분야의 주요사업으로서 국가지형공간의 기초정보인 프레임워
크자료 구축사업, 연안역도제작 및 수치지도화사업, 수치정사사진 제작사
업, 공간정보와 센서스자료의 통합정보 구축사업, 국가수치고도자료 구축
사업 등 신규사업과 기존 1단계사업의 연속사업, 수치지도 갱신사업 등
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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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 수치지도화 연속사업
1단계사업에서 완료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1/ 5만, 1/ 10만, 1/ 25만,
1/ 50만 등 소축적 수치지도를 단계별로 제작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01-2003년으로 사업주체는 국립지리원이 주관하는 것으
로 예정되어 있다.

2단계 주제도 제작사업
1단계사업에서 제외된 임상도, 토양도 등을 수치지도화하여 각 분야에
서의 응용시스템 개발의 기반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하는 것을 주목적으
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토양도, 지질도, 임상도, 농업진흥지
역도, 산지이용계획도, 등고선도, 수계도 등 9종의 주제도를 단계별로 수
치지도화 할 예정이다.
사업예정기간은 2001-2005년으로 국립지리원이 주관하고 주제도별로
제작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제3장 토지이용계획에서의 GIS 활용가능성 모색 6 1

2. 土地利用計劃 關聯 GIS活用事例 檢討
1) 국내선행연구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GIS를 활용한 국내연구로서 많은 연구가 있
으나, 여기에서는 최근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GIS기법을 활용한
가용토지분석체계
(1997) ,

연구(1994) ,

국토이용계획을

입지선정을 위한GIS 활용방안(1997)

위한GIS

활용방안

등 3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3- 2> GIS 활용과 관련한 국내선행연구 비교
과제

GIS기법을 활용한
가용토지분석체계

국토이용계획을위한
GIS 활용방안

입지선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년도

1994

1997

1997

연구
목적

·GIS를
이용한
가용토지의 효율적
분석

·현재의 입지선정
·GIS를
이용한
기준과 자료의 처리
국토이용계획의
부문에 GIS를 접목
합리적 객관적 개
한 새로운 입지선정
선방안 도출
모형 정립

연구
내용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제도적 고찰,
토지이용 현황 분
석, 택지개발관련
제도의 현황 및 택
지수요 전망
·가용토지 선정기
준 확립, 가용토지
분석체계 구축, 수
도권에의 적용

·현행 국토이용
계획 체계의 문제
점 파악
·제주도 중산간
의 일부지역을 대
상으로 GIS를 이
용하여 국토이용
계획을 수립함으
로써 활용가능성
을 판단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

내용

·실험시스템을 이
용, 제주지역을 대상
으로 택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등
3개 유형에 대하여
사례분석하여 실용
가능성 검증
·N G IS구축사업과
연계한 입지선정시
스템 구축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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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는 주로 개발가용지 분석에 GIS를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어디를 개발할 것인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전체
대상지에 대해 개발가용지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별 가중치를 부여해
서 적지선정을 하는 과정에 GIS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
는 데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적용결과도 개발적지와 개발유보 또는 제
한지역으로 구분되며, 선정된 개발적지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별도로 마
련하게 된다.
이들 선행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GIS 활용범위를 단순히 개발가
용지 분석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용도별 입지배분과 계획안 작
성까지 적용해 봄으로써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의 각 단계별 GIS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즉, 어디를 개발할 것인가에서부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까지를 고려하여, 주어진 대상지에 대해 사용자가 각 토지
용도별 입지적합도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토지용도별 수요예측을 근거로
토지용도별 입지배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 대안의 기초자
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외사례8)

(1) "What if" PSS (Pla nning S upport Syste m)

① 시스템 개요
w hat if는 통합 패키지로서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 분석, 장래 용도별
토지수요 예측, 예측된 용도별 토지수요의 입지배분 등 토지이용계획과
정상의 중요한 측면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LDR, DCI, CAPS가 공동개발 하였다(LDR: 도시계획, 설
계회사로 국제현상설계 다수 입상업체, DCI: 새로운 GIS 응용프로그램
8 )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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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특화된 컴퓨터업체, CAPS: 계획분야의 GIS-based tool을 개발하
는 전문업체).

② 주요내용
토지용도별 입지적합도 분석(suitability analysis: suitability option)
용도별 입지의 상대적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환경요인들을 선택하게
해주고, 이들 적합성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세분하여 수치화 할 수
있게 해준다. 요인별로 점수를 매김으로써 용도별 입지적합도, 관련 자료
등이 생성된다.
토지용도별 수요예측(projecting d em and : growth option)
연도별로 각 토지용도별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가 인구
고용증가추세, 장래 가구특성, 고용밀도, 농지 임야 등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토지소요량 등 성장관련요인을 세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토지용도별 입지배분(allocating projected dem and

: allocation

m odule)
추계된 용도별 토지수요를 상대적 입지적합도와 기반시설확충계획, 토
지이용규제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울러
대상지 토지이용패턴을 10년 단위로 예측하고 이를 도표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2) Orphe us

① 시스템 개요
이 프로그램은 환경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
합하기 위한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Prim e Computer Inc.에서 후원한
것으로서, 토지이용배분에 있어 GI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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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였
다(Prim e사 전문가, Harvard대 교수, Illinois주 관계공무원, Kane 카운티
계획위원회 전문가, ESRI 전문가, ERDAS 전문가, 기타 컴퓨터업체 전문
가 다수).

② 주요내용
먼저

각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을

나타내기

위해

부지기준(site

criteria)과 상황기준(situ ation criteria)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도출하였다.
부지기준은 계획 토지용도와 기존 대상지의 특성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형, 토양특성, 수문, 행정구역경계, 기존 토지용도와의 인접성
등이 포함된다. 상황기준에는 계획 토지용도와 다른 계획 토지용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무공원(office p ark)과의
접근성, 계획 주택개발지로부터의 전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우선 상황기준을 만든 후 적절한 데이터
베이스를 ARC/ INFO, 위성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하여 부지기준과 관련한 각 용도별 입지적합성 분석도면을
작성하고 부지 최소규모 요구조건을 설정한 후 상황기준과 관련한 계획
토지용도간 관계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다음에 적정입지 선정과정에서 재조정된 입지적합도 도면을 활용하여
토지용도 배분과정을 처음부터 몇차례 재반복하면 부지조건과 상황조건
이 적절히 반영됨으로써 좀더 나은 입지결정대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과정중에 이러한 기준들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
몇차례 반복과정을 거쳐, 용도간 상충이 해소되어 모든 토지용도가 적
절히 만족할 수 있는 토지용도 배분이 이루어지고 이를 종합하여 토지이
용 계획안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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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土地利用計劃에서의 GIS 活用과 關聯한 說問調査分析 9)
1) 조사개요
토지이용계획수립 전문용역업체의 관련전문가 46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 후 직접면접조사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GIS 등 정보기술의
활용여부를 조사하였다.

2) 조사결과

(1)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 중 컴퓨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단계
전체 46응답 중 계획안작성단계가 전체의 52.2%로 가장 많았고 다음
이 현황분석단계로 41.3%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3>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중 컴퓨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단계 및 이유
구 분
현황분석
수요예측

이

유

데이터 관리 및 분석에 용이
다양한 변수 및 예측 모형 적용

성과물 작성 및 보고의 편리성

2
1
0
6

수정 및 반복, 보관이 용이

18

인구분석과 수요예측시 필요

입지배분
계획안작성

구성비(%)
답변수
항목별 합계 항목별 합계
19
19
41.30
41.3

합

계

46

3
0
24
46

4.35
2.17
0
13.04
39.13
100

6.52
0
52.17
100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서는 계획성과물
9) <부록 1> 설문조사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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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반복수정, 관리 등에서 용이하기 때문이고, 현황분석단계에서는 데
이터의 관리 및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요예측단계(6.5%)와
입지배분단계(0%)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GIS 활용경험 유무
전체 52응답 중 현황분석단계에서의 사용경험이 50%이고 다음으로 계
획안작성 단계가 15.4%이며, 수요예측단계와 입지배분단계에서는 전혀
사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4>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GIS 활용경험 유무
구분

현황분석

이유

항목별

현황도면 작성 및 분석

20

제반인자의 속성 정보 정리

4

기타

2

수요예측

-

입지배분

계획안에 대한 효율적 접근

계획안작성 대안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기타

구성비(%)

답변수
합계

합계

38.46
26

7.69

50

3.85

0

0

0

0

2
5

항목별

0

0

0

0

3.85
8

9.62

1

15.38

1.92

사용해 본 경험 없다

18

18

34.62

34.62

합 계

52

52

100

100

전체의 34.6%인 18응답이 GIS 사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GI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불과 22.4 %
인 4응답에 그쳤고, 77.8%가 좀더 두고 보겠다는 관망적 태도를 보였으
며, 이에 대한 이유로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회수가 불확실하다거나, 시스
템운영을 위한 인력과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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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5> 향후 GIS 활용계획
구

분

답변수 구성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계획

4

22.22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회수가 불확실하므로 좀 더 두고
보겠음

7

38.89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인원이나 비용이 부족하므로 아
직 곤란

7

38.89

GIS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음

0

0

18

100

합

계

(3) GIS 소프트웨어의 이용상의 문제점
소프트웨어의 이용시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자료구축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25.0%)는 이유를 들고있고,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비
싸다(20.7%)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분석이 힘들다거나, 다
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표 3- 6> GIS 소프트웨어의 이용상의 문제점
소프트웨어
Arc/ Info Inte rgra ph Ma pInfo ArcView IDRIS I

문제점

AutoCAD
Ma p

Ge oBa se 합계 구성비

구입비가 너무비쌈

9

0

3

3

0

3

1

19

20.65

다양한 분석 곤란

0

0

7

3

0

4

1

15

16.30

7

0

7

3

1

5

0

22

25.00

3

1

3

2

1

3

0

13

14.13

8

0

1

2

0

1

0

12

13.04

1

0

4

1

1

3

0

10

10.87

합계

28

1

25

14

3

19

2

92

-

구성비

30.43

1.09

27.17

15.22

3.26

20.65

2.17

-

100

자료 구축시 비용
시간 과다 소요
타프로그램과의 호
환성이 낮음
사용법이 어려움
자료 갱신 수정시
많은 노력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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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유용한 정보기술
전체응답의 67.3%가 Arc/ Info 등 GIS 관련프로그램을 들고 있으며, 다
음으로 21.2%가 AutoCAD 등 그래픽 프로그램을 들고 있다.
<표 3- 7>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유용한 정보기술
구분

소프트웨어

그래픽

AutoCAD, Lan d Cad d, Eagel Point, Ph otosh op ,
Microstation 등

통계
GIS

SAS, SPSS, SAS/ GIS 등
Arc/ Info, Au toCAD Map, IDRISI, ArcView,
MapInfo, MGE 등

답변수 구성비(%)
11

21.15

1

1.92

35

67.31

셈틀

Excel, Lotu s, Access, Foxpro 등

5

9.62

기타

GPS 관련프로그램(예, Pathfinder), Rem ote
Sen sing 관련프로그램

0

0

52

100

합계

(5)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이 전체의
44.6%를 차지해 계획가의 경험이나 지식(33.9%), 계획수립주체 등 정치
적 환경(12.5%), 지역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8.9%)보다 월등히 높아
향후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8> 토지이용계획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요

인

답변수 구성비(%)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25

44.64

계획수립주체(중앙 및 지방정부 등 행정당국)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

7

12.50

계획가의 경험이나 지식

19

33.93

지역 주민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5

8.93

56

100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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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土地利用計劃 樹立過程 段階別 GIS 活用可能性 摸索
1) 기본방향

문헌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기존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의
각 단계별 현황과 문제점 중 GIS의 활용으로 해결가능한 부분과 각 단
계에서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한다.

2) GIS 활용의 일반적 장단점

(1) GIS의 장점

① 효율성 측면
분석의 효율성
방대한 양의 공간정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기
존의 수작업이 지닌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공간정보관리의 효율성
공간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기관간 또는 개인간 정보공유를 촉진함으
로써 관련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자원 및 시설물의 유지, 보수관리에 있어
중복투자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자료의 입력, 갱신이 용이하
여 자료유지관리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② 합리성 측면
의사결정의 합리성
다양한 분석을 통한 과학적, 객관적 판단자료 제공으로 의사결정에 있
어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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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주체의 합리성
다양한 대안의 비교검토를 통한 객관적 계획안의 도출로 이해당사자간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계획주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2) GIS의 단점
GIS 구축시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GIS 구
축 및 활용에 따른 관련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
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자료입력과정에서 공간정보의 왜곡 및 오차가 발
생하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토지이용계획에서의 GIS 활용가능성 및 한계

(1) GIS 활용가능성
GIS는 공간자료(sp atial data)와 속성자료(attribute data)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토지, 건물, 지형 등 각종 공간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올바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
한 속성자료와 과학적으로 분석된 공간자료, 토지이용관련정보가 체계적
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의 전과정에 걸쳐 각 단계별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며,
GIS 등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보의 저장, 검색, 분석, 출력 등의 작업을
통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 DSS)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GIS의 활용으로 현황자료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분석시간을 단축
함으로써 분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많은 양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안도출과 평가가 가능하다.
GIS의 다양한 기능과 응용방법을 토지이용계획에 도입하는 것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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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각 단계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자료와 판단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의 과학성, 객관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 GIS 활용의 한계
컴퓨터는 명확한 알고리즘에 입각한 문제해결의 도구이므로, 문제해결
을 위해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
또한 객관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과정은 개방형 문제해결과정이므로 문제해결을 위
한 알고리즘은 물론 정답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해결 도구로서
의 컴퓨터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

4)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단계별 GIS 활용가능성
(1)현황조사분석 단계
① 자료수집에 있어 시간과 비용의 절약 가능
이미 구축되었거나 향후 구축될 수치지도, 위성자료, 각종 주제도 등
각종 정보자료의 활용을 통해 자료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대상지 뿐만 아니라 주변의 광역정보도 수집, 분석이 가능하다.

② 분석의 효율성, 정확성 제고 가능
수치지도의 활용으로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작업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도표, 그래프, 3D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함으로써 효
율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중첩분석을 통해 복잡하고 방대한 각종자료를 수치화하여 체계적으로
처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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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용도별 수요예측 단계

① 표준적 수요추정모델 제시로 간편한 수요추정 가능
각 토지용도별 표준적 수요추정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셈틀 프로그램과
연계시킴으로써 수요예측 관련변수의 필요수치만 입력하면 간편하고 신
속한 수요추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용도별 토지수요의 시계열별 추이
파악도 가능할 수 있다.

② 예측된 용도별 토지수요량을 입지배분시 연계 가능
예측된 용도별 토지수요량을 입지배분과 연계시켜 신속한 대안작성이
가능하고 계획안 작성시 도면상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3) 토지용도별 입지배분 단계

①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 기준에 의한 입지배분 대안 기초자료 제시
토지용도별 수요예측치를 기준으로 계획대상지 입지적합성 분석을 통
해 적정입지 후보지를 추출하여 입지배분 대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 제
시가 가능하다.

② 시뮬레이션을 통한 융통성있는 대안 비교 평가
반복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장점을 활용하여 계획가가 입지배분기준과
관련된 변수를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안을 신속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나은 계획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도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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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단계

① 계획도면의 정밀도 제고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계획도면을 작성하므로 종이지도를 이용한 수작
업에 비해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오차발생 우려를 줄일 수 있다.

② 계획안 변경수정 등 도면관리 용이
계획안 변경에 따른 도면의 반복수정이 용이하여 수작업에 비해 계획
안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다.

(5) 토지이용계획에서의 G IS 활용가능성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토지이용계획에서의 GIS 활용가능성을 토지이용계획
단계별로 종합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9> 토지이용계획에서의 GIS 활용가능성 종합
계획단계

GIS 활용
가능성

GIS 활용 세부내용

현황
조사분석

활용가능

- 수치지도, 위성자료 등을 이용한 자료수집분석
- 중첩분석, 지형분석, 네트워크분석, 3차원분석
등 GIS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결과표현

토지용도별
수요예측

부분활용

- 토지용도별 표준 수요예측모형과 통계, 셈틀프
로그램을 연계활용한 수요예측
- 예측된 토지수요를 입지배분시 연계

토지용도별
입지배분

활용가능

-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 기준에 의거 중첩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입지배분대안의 기초자료 작성
- 입지적합성 기준의 변경에 따라 신속한 반복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안 비교평가

토지이용
계획안작성

활용가능

- 계획도면의 정밀도 제고
- 계획안 변경수정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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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1>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과 GIS 접목방안

第4章

土地利用計劃을 위 한 GIS活用 事例硏究

1. 事例硏究 槪要
1) 대상지 개요
사례연구의 대상지는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이 개발하
고 있는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 중리 일원이다. 서울 도심으로부터 남동
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지역으로 인접한 수원시, 성남시와는 약 10km
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미 택지개발 및 상세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수집
할 수 있고, 기존의 방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결과와 GIS를 이용
한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례연구 방법
이 연구는 토지이용계획 수립결과보다는 수립과정에 있어 GIS를 어떻
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분석한 GIS 활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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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실제 토지이용계획에 적용해봄으로써 수립 단계별로 GIS를 어떻
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방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전제와 수요
예측 등은 이미 연구가 진행된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계획10)을 수용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
사례연구를 위해 먼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N ational Geographic
Inform ation System s)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1/ 5,000 수치지형도와 개
별공시지가 업무를 위해 제작한 지가현황도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동백지구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후 입지배분 기준에 따라 중첩
분석을 통해 각 용도별 입지적합성을 분석한다. 그러나 좋은 땅은 모든
용도에 적합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용도간 상충이 일어나기 마련이
며, 이를 용도 우선순위 등의 방법으로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지
배분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3) GIS 도구 선정

GIS를 이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GIS 도구를 선정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기능이 무엇이고 어떤 도구가 이러한
기능을 가장 잘 지원하는가와 자료의 호환성, 사용의 편리성,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GIS 도구가 선정되면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국산 GIS 도구가 아직 분석기능이 미흡하기 때문
에 외국산을 선택하였다. 미국 ESRI사의 Arc/ Info 7.2.1과 ArcView 3.0a
를 이용하였는데, Arc/ Info는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ArcView는 출력에
사용하였다. 특히 ArcView는 Spatial Analyst와 3D Analyst 모듈을 추가
10) 국토개발연구원,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계획: 중간보고 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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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치하면

간단한

공간분석과 3차원

자료인

불규칙삼각망(TIN :

Triangulated Irregular N etw ork) 자료 등을 조작할 수 있다.
4)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원자료
① 국가 수치지형도(1/ 5000)
국가 수치지형도는 NGIS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하였으
며,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간 전국의 지형도를 수치지도로 만든 것
이다. 지형도의 축척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도시시설물 관리가 필요한
78개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1/ 1,000을, 산악지역은 1/ 25,000으로 입력하였
으며,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 5,000으로 입력하고 있다.
축척별 수치지형도 구축현황은 <표 4-1>과 같다.

<표 4- 1> 수치지형도 구축현황
(단위: %)

년도

'95

'96

'97

'98

소계

1/ 1000

1.7

21.9

43.7

32.7

100

78개 도심지역

1/ 5000

30.6

35.2

34.2

-

100

산악제외한 전국

1/ 25000

-

47.2

52.8

-

100

산악지역

구분

비

고

1/ 5000 국가 수치지형도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에 근거하여 제작되
고 있으며, 도엽코드, 레이어코드 및 지형코드로 구성되는 표준코드 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레이어는 9개로 분류되어 1-9까지 순차적으로 코드
를 부여하였으며, 약 750여개의 레이어로 구성된다. 레이어 코드는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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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 지형코드의 대분류
레이어코드

내

용

레이어코드

1
2
3
4
5

철
하
도
건
지

도
천
로
물
류

6
7
8
9

내

용

시 설 물
지 형
행정 및 지역경계
주 기

한편 현재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추진위원회 표준화분과 위원회에서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건교부령 제17호),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립지리
원내규 제71호), FACC, IHO S-57, FGDC의 관련 표준을 근거로 국가기
본도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11), 일부 완료한 상태이다12) . 국가기본도
표준13)에서는 지형지물에 대한 코드를 <표 4-3>과 같이 부여하는 것으
로 하고 있다.

<표 4- 3> 국가기본도 표준(축척별 구분 및 데이터 형태)
분류코드

대분류명

A

시 설 물

시설물 등에 관련한 종류별 분류를 포함한다.

B

수

물과 관련된 정보로 해양정보와 하천 및 호소
정보를 포함한다.

C

지형/ 지질

지질, 지형, 고도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D

식

논, 축지, 산림지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E

행정/ 경계

인위적, 자연적, 용도 등에 의하여 구분된 지역,
구역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F

지

적

지적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Z

일

반

기준점, 편차, 주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계

생

분 류 내 용

11) 국토개발연구원, 국가기본도 수치지도화 방안 연구, 1996, 24쪽.
12) NGIS 표준화분과인 한국전산원 홈페이지 참조. http :/ / www .nca.or.kr
13) 국가지리정보체계 표준화분과 위원회(1998. 6. 11확정 및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고
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국가기본도 표준(축척별 구분 및 데이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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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대상지역인 용인시 동백지구는 1/ 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가
제작되어 있으며, 이를 변환, 편집 등을 통해 GIS 데이터로 만들 수 있
다. <그림 4-1>은 동백지구의 1/ 5,000 수치지형도이다.

<그림 4- 1> 1/ 5000 수치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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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가현황도
지가현황도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가현황도면의 작
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건설교통부훈령 제159호 지가
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14)에

의거하여 컴퓨터로 제작한 자료이다.

지가현황도는 보다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가조사 산정 및 검증 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제작한
다.
지가현황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
한 지번, 지목 및 지가 등이 필지별로 기재되어 있고, 당해지역의 행정구
역명과 중요 지형지물 및 용도지역 지구 등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
다. 이 도면은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에 의해 컴퓨터를 이
용하여 축척이 서로 다른 지적도, 임야도 및 도시계획도 등을 당해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동일한 축척으로 확대 또는 축소한 다음 그 주요내용을
하나의 도면에 합성하여 표시하되, 전지(A0) 크기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캐드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이 도면에는 도면번호(당해도면의 고유번호), 도면의 제명(행정구역명),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는 색인도), 도면의 축척,
범례, 지번, 지목, 지가, 은행 경찰서 등 주요건축물과 도로 하천 등 공공
시설물, 국토이용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법령에서
규정한 지역 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도곽선 등이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
캐드 파일포맷으로 저장하여 CD-ROM에 보관하고 있다. <그림 4-2>는
용인시 동백지구의 지가현황도이다.
한편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필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
해야 하는데, 토지특성조사표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지목을 비롯하
여 용도지역 지구 등 공적규제사항, 실제 토지이용현황, 지형지세, 도로
14) 건설교통부, 토지행정규정집(Ⅱ),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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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유해시설과의 근접성 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컴퓨터에 데이터베이
스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캐드파일로 저장된 지가현황도와 데이터베이
스 파일인 토지특성자료를 변환 또는 편집하면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를
연계시킨 GIS 자료로 만들 수 있다.

<그림 4- 2> 용인시 동백지구 지가현황도

③ 인공위성 자료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 및 현상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도구를 이
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과학기술을 원
격탐사라 하고15) 이때 수집한 자료를 인공위성자료 또는 영상자료라고
한다. 이 기술은 물체가 갖는 분광학적 특성 , 즉 모든 물체는 종류 및
환경조건이 다르면 모두 다른 전자파의 반사 또는 방사의 분광학적 특성
15) Th omas M. Lillesan d & Ralph
Integration (3rd ed .), 1994, p .1.

W. Kiefer, Rem ote Sensin g an d

Image

82

을 갖는다 는 원리를 이용하여 항공기, 인공위성 등에 탑재된 센서를 통
하여 지표의 대상물에서 반사 또는 방사된 전자파 에너지를 파장대별로
측정하고, 이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물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1972년 지구표면의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쏘아 올린 미국의 자원탐사
위성(Land sat) 자료인 MSS(79m×79m), TM (30m ×30m ) 등과 프랑스의
SPOT 인공위성 자료(10m ×10m )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군사
위성 자료와 캐나다의 레이더 자료 등 고해상도의 자료가 공개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밖에 인도, 일본,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3차원

수치지도제작

(1/ 25,000) 및 해양 대기관측용으로 아리랑이라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예정이다.
인공위성 자료는 광역적 토지이용현황이나 식생지수 등의 자료를 저렴
한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2)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자료를 변환 또는 가공 편
집해야 한다. 캐드자료인 수치지형도는 구조화 편집과정을 거친 후 특정
레이어를 추출하여 주제도를 구축한다. 지가현황도 또한 캐드자료로 입
력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지형도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GIS 자료로 구축
하면 된다. 지가현황도가 수치지형도와 다른 점은 좌표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이를 실제 좌표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① 수치지형도 구조화 편집
국가수치지형도는 캐드분야의 교환표준 포맷인 DXF(Data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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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at)으로 제작되어 있다. 그러나 종이 지형도의 지형지물, 주기 등을
단순히 레이어로 분류하여 입력하였기 때문에 GIS 자료로 이용하는데는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도로, 등고선 등 선형요소의 연결성 부족, 도로와
주기(도로번호 등)의 연계성 결여, 지리조사 결과의 입력 누락, 공통경계
선 입력 누락 등이 그것이다16) .
이러한 수치지형도를 GIS로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변환
(conversion), 위상구조(top ology) 생성, 공간자료와 속성자료의 연계, 편
집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구조화편집이라고 한다.

<그림 4- 3> 수치지형도 구조화편집 과정

② 지가현황도 구조화 편집
지가현황도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작한 캐드 자료이
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가현황도는 건설교통부훈령 제159호 지가현황도
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에 의거하여 제작한다. 그러나 지가현황도를 GIS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GIS자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좌표체계가 없기 때문에 특정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좌표를 변환(transform ation)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연속지도(continu ou s m ap)로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작업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제작하고 있어 인접부분에 대한
검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확성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작
비용과 검수방법에 따라 자료의 품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
16) 국토개발연구원·제주도,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중산간 GIS 개발보고서),
1997, 56～60쪽과 국토개발연구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실험연구,
1997, 61～66쪽 참조. 이 외에 수치지형도의 대분류 레이어별 문제점은 국립지리원,
수치지도 활용상 문제점 종합분석,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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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필요하다. 그 외에 1년 단위로 새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현
황도가 제작된 시점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적정리 등을 통한 갱신을 해
야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계획은
대부분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지형도를 기반으로 수립되나 지적도
가 측량방법 등으로 인해 지형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가현황도의 필지경계를 지형도의 도로, 하천경계 등 주요 지형지물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로 고무판 기법(rubber sheeting)이나 이동
회전기법을 이용하여 필지 경계선을 지형도 경계선에 맞춘다17). 이렇게
편집한 지가현황도와 토지특성조사자료를 연계하면 GIS 자료가 완료되
며,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필지의 지가현황, 필지별 실제 토지이용현황,
필지별 지목현황, 용도지역 지구 등 공적규제 현황, 지형지세와 도로조
건, 유해시설과의 근접성 등 약 20여 가지의 주제도를 제작하거나 속성
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림 4-4>는 지가현황도를 GIS 자료로 만드는 과
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4-4>는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자료의 구
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4> 지가현황도 구조화 편집과정

17) 국토개발연구원, 공통주제도 제작지침, 199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지적 및 도
시계획 데이터의 GIS 활용방안,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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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4>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 성과품 자료구조(총 118바이트)
필 본 부 96년 지가 표 비교표준 지
지 번 번 (결정지가) 준 지 번호 목
시 시·군·구 읍·면·동 리 구
지
(법정동) · 분
·
구
도
동
분
99
9(3)
99 9
9(8)
99
9(3)
9
9(4) 9(4)
9(4)
지역코드

면적

9(8)

도로
편익
유해
농 비 경 임 토 지형지세
조건
시설
시설
지 옥 지 야 지
구 도 정
용 고 형 방 접 거 시 관 철 폐
분
리
도 지 상 위 면 리 장 공 도 기
서 등 물
99 99 99 99 99 9 9 9 9 99 9 9 9 99 9 9 9 9 9
용
도
지
역

소
유
구
분
9

계획
용 시설 기
도
타
지 구 지 제
구 분 촉 한

소
유 전년도지가
자
( 95년)
형
태
9
9(8)

산정지가

열람지가

조정지가

9(8)

9(8)

9(8)

검증지가 전전년지가
( 94년)

9(8)

9(8)

③ 주제도 구축
앞서 구조화편집을 통해 GIS자료로 만든 수치지형도와 지가현황도를
이용하여 토지이용계획에 필요한 여러 주제도를 제작할 수 있다. 수치지
형도를 이용하여 TIN 이나 수치표고모형(DEM : Digital Elevation Mod el),
행정경계, 수계, 도로, 주요건물 등을 주제도로 만들 수 있다. 특히 TIN
이나 DEM자료를 이용하면 경사분석, 향분석, 표고분석도 등을 추가로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지역의 각종 정보를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한편 지가현황도를 이용하여 연도별 지가현황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도, 필지별 토지이용현황도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토지이용현황도의 경
우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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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토지이용현황도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초기
에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또는 토지 잠재력을 분
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실제 토지이용현황은 지표면에서 일어나
는 활동에 의해 구분되는 물리적 경계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인공위성
자료나 지형도를 이용하여 구축한다. 그러나 대상지역이 좁을 경우 인공
위성 자료는 해상도 한계 때문에 사용하기 곤란하다. 반면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경우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로 인해 편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
므로 이번 사례연구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지가현황도 자료
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치지형도와 지가현황도
를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질, 토양, 생태, 경관, 기상
등 자연환경 자료와 인구, 산업 경제, 공급처리시설 및 관련계획 등 인문
사회환경 자료는 새로이 입력해야 한다. <표 4-5>는 사례연구에서 구축
한 자료이다.
<표 4- 5> 사례연구에서 구축한 GIS 자료18)
원자료

주제도
TIN

수치
지형도

지가
현황도
기타

자연
환경

인문
환경
연도별
지목별
필지별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표고
경사
수계망
유역
지형단면
건물현황
도로망
지가현황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인구밀도 등
강우량 온도

구축방법
등고선, 표고점, 하천, 호수 등을 내삽
(interp olation)하여 제작
TIN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관련 레이어를 추출하여 편집
TIN 자료를 이용하여 surface m odellin g
TIN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관련 레이어를 추출하여 편집
지가 현황도의 속성자료로 파생
〃
〃
인공위성 자료를 분석
수도권 행정구역 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결
〃

18) 여기서 파생이라는 의미는 필지별로 조사된 토지특성자료항목을 이용하여 같은 속
성값을 갖는 폴리곤을 병합(dissolve)하여 새로운 자료를 만든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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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現況調査分析
1) 광역공간구조 분석

(1) 원격탐사를 이용한 토지이용현황 분석
대상지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 공간적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용인시 동백지구의 경우 수도권에 포
함되어 있고,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신도시이기 때문
에 수도권 지역에서 그 공간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내
에서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수도권의 토지이용현황이나 인구, 산업 경제 등에
대한 자료가 그것이다.
수도권과 같이 넓고 복잡한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지형도나 지가현황
도 또는 실제 조사를 통해 파악하기란 비용이나 시간 등의 제약으로 거
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에 작성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수도권이라는 공간에서 대상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보기술, 특히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의 발달은 광범위
한 지역에 대한 지표면 정보를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자원탐사 및 환경관리 등에 원격탐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추세이며, 해상도 등 자료의 정확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
상지역의 특성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파악하고 계획할 수 있어 토지이용
계획 수립 초기에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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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 TM자료를 분석한 수도권 토지이용현황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인공위성 영상자료 활용방안 연구, 1998

<그림 4-5>는 자원탐사위성(LandSat)이 찍은 1997년도 인공위성 자료
를 분석한 토지이용현황도이다.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
으로 최신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GIS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그림 4-5>가 수도권지역의 개략적인 토지이용현황을 보여주고 있
다면 <그림 4-6>은 토지이용현황을 원형그래프를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
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GIS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토지이용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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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그림 4- 6> 수도권내 지역별 토지이용현황 그래프

(2) 3차원적 공간특성 파악
토지이용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는 대상지역의 위치뿐 아니라 주변지
역과의 관계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2차원의 종이지도
를 이용하거나 답사를 통해 대상지역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 필요한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모델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비용이나
시간 등의 제약뿐만 아니라 모델의 경직성과 일회성으로 3차원의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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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하기 힘들었다.
반면 3차원 GIS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
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 즉 3차원 자료를 만들고 그 위에 구축한
여러 자료를 중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출력하여 봄으로써 대상지역의
공간적 특성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상관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
었다.
<그림 4-7>은 3차원 자료인 수치표고모형(DEM : Digital Elevation
Model) 위에 미국의 자원탐사 인공위성(Landsat)의 자료인 TM데이터
(30m ×30m )와 인도의 IRS(5m ×5m)자료를 합성한 후 덧씌워 3차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하단 부근의 동백지구 위쪽으로는 성남 분당이, 좌측에
는 수원, 수원 위쪽에는 안양지역과 과천지역이 보인다.

<그림 4- 7> 3차원으로 표현한 동백지구 주변지역
자료제공: 청오지앤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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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에는 행정경계선이나 도로, 하천 등 지형지물과 주기 등 필
요한 자료를 3차원 공간상에 중첩할 수 있어 공간적 맥락 파악뿐만 아니
라 대상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림 4-8>은
동백지구를 확대한 것이다.

<그림 4- 8> 사례연구 대상지역(동백지구)

(3) 용인 동백지구 주변현황 분석
기존에는 대상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실제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은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현황파악 단계에서부터 시작하
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축척 종이지도나 통계
자료의 분석으로는 주변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불충분하였다.
그러나 주변지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구축하면 앞서 분석한 수
도권 지역에 대한 자료와 연계할 수 있다. 이는 대상지역을 거시적인 차
원에서 자연스럽게 미시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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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뿐만 아니라 보다 상세한 자료를 3차원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림 4- 9> 동백지구 주변현황

<그림 4-9>는 수치지형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하천, 저수지 등을 내삽
하여 만든 불규칙삼각망(TIN : Triangulated Irregular N etw ork) 자료를
고도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를 기복도(relief m ap)라 하
며, 그 위에 도로, 저수지 등 여러 자료를 중첩할 수 있다. TIN자료 위에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를 중첩하여 출력함으로써 기존 도로망으로부터
동백지구로의 접근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도로로부터
의 거리 또한 신속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입체적 표
현과 다양한 자료의 중첩은 대상지역의 주변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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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2) 동백지구 현황분석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분석이 끝나면 대상지역에 대한 각종 자료를 모
으고 이를 분석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지역의 자연환
경, 인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이다.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정 중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계이며, 이때 수집한 자료의
양도 방대해지고 그 형태도 다양하게 된다.
그러나 수작업에 의존할 경우 애써 수집한 지도, 문서, 사진 등 다양하
고 방대한 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하기가 힘들다. 또한 수집하여
분석한 자료를 통합(integration)하여 자료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거나 종
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대부분 계획가의 문제인식 또는
이해능력에 따라 대상지역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GIS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첩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① 지형 지세
지형 지세는 안전하고도 경제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자료
가 된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제한요소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용에 관
한 것이며, 과거에는 개발가능지를 찾기 위해 분석하였다면 오늘날에는
환경보호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19).
기존에는 대상지역의 표고, 경사, 향 등 지형 지세를 분석하기 위해 2
19)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편저, 전게서, 161～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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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지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시간, 노력에 비해 분석결과의 신
뢰성이 떨어지고 분석단위를 변경할 경우 재작업을 해야 하는 등 융통성
이 떨어졌다. 물론 다른 자료와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
다. 가령 수작업을 통해 표고별로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했다. 일부 캐드 등을 이용하여 분석을
할 수 있으나 데이터 통합이 어려워 입지배분 등 계획과정에 제대로 활
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GIS를 이용하여 3차원 자료를 만들면 지형 지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단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이를 3차원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도로나 하천 등 다른 주제도를 중첩함으로써 상관관계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 10> 동백지구 TIN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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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지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3차원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림 4-10>은 국가지리정보체계(N GIS)에서 제작한 1/ 5000 수치지형도
(DXF: Data eXchange Form at)를 GIS 데이터로 변환하여 구조화편집과
정을 거친 후 등고선, 표고점, 하천, 저수지 등을 내삽하여 TIN 데이터를
제작하고 이를 고도별로 채색함으로써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
한 3차원 자료(TIN, DEM 등)를 이용하면 지형 지세를 파악하기 위한 표
고도, 경사도, 향 분석도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그림 4-11>은 3차
원 자료인 TIN 을 이용하여 분석한 경사도이다.

<그림 4- 11> 동백지구 경사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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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차원 데이터를 이용하면 지형단면도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그림 4-12>는 동백지구 TIN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지형단면도이다.

<그림 4- 12> 동백지구 지형단면도

② 하천유역 및 수계망도
하천유역과 수계망도는 주로 도시기반시설의 계획과 건설에 사용하는
자료이며, 홍수재해 등을 예측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작업을
통한 유역도 작성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지고 다른 자료와
의 상관관계 분석도 어렵다.
그러나 3차원자료인 TIN을 그리드 형태의 자료로 변환하여 각 셀 값
과 경사면을 비교해 보면 빗방울이 흐르는 방향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유역을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계망을 중첩하여 상관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 강우량 등을 결합하면 침수예상지역을
모델링할 수 있어 토지이용계획의 입지배분 결과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13>은 그리드를 이용하여 분석한 유역도를 음영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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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중첩하고 그 위에 수계망을 덧씌워 출력한 것이다.

<그림 4- 13> 동백지구 유역 및 수계망도

(2) 인문사회환경
① 인구구조와 밀도
기존에는 주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나 셈틀(spreadsheet)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이때 계

획가는 분석한 그래프 자료를 가지고 공간상에 또는 도면상에 떨어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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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을 별도로 수행하거나 경험적 인지적 방법으로 이해해 왔다. 즉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힘들었기 때문
에 그 속성자료만 분석하는데 머물렀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다
른 자료와 통합하여 관리하거나 상관관계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
반면 GIS를 이용하면 인구 통계자료를 공간자료와 연계하여 지도로
표현할 수 있어 대상지역의 인구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와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그림 4-14>는 1995년도 수
도권 인구밀도 통계자료를 행정구역 공간자료와 연결하여 표현한 것이
다. 이때 통계조사 단위와 행정구역 등 공간자료의 단위가 일치하면 보
다 많은 통계자료를 다양한 도면으로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14> 수도권 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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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과 장래의 잠재력,
그리고 계획목표에 도달하는데 있어서의 제약요인이 조사 분석되어야 한
다. 토지이용 조사는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을 조사 분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토지이용 조사항목에는 지목, 지형, 식생, 시설, 인구 등 당해 토
지에 정착되어 있거나 당해 토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기본적으
로 포함된다20) . 이 사례연구에서의 토지이용현황도는 논, 밭, 임야, 주거
지 등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상태를 조사한 것을 의미한다.
토지이용현황은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
에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사 분석한다. 그러나 GIS와 항공측
량, 원격탐사 기술 등의 발달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토지이용
현황을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다.
지가현황도는 도곽별 지적도를 연속지적도로 만든 일종의 편집지적도
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를 연결하면 실
제 지가현황도 뿐만 아니라,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필지별 실제 토지이용
현황 등 여러 주제도를 파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그 외에 용도지역지구
현황 등 공적토지이용규제, 도로와의 접근성 등 약 20개 조사항목에 대
한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지가현황도를 제작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편집지적도는 지가업무
특성에 맞추어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정밀성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하며, 특히 인접도면의 접합처리 방법이 제작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 중 주제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주제도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
므로21)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계획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0)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건게서, 186쪽.
21) 1998년 10월부터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이 정보화근로사업으로 주제도(토지이용
현황도, 도로망도), 지하시설물도(상하수도) 전산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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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는 캐드로 제작되어 있는 지가현황도를 GIS 데이터로 변
환한 후 토지특성조사표를 연결하여 파생 제작한 필지별 토지이용현황도
이다.

<그림 4- 15> 동백지구 필지별 토지이용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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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목을 기준으로 파생하여
제작한 지목별 토지이용현황도이다.

<그림 4- 16> 동백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도

102

<그림 4-17>은 토지특성조사 자료를 ALPA (Autom atic Land Price
Appraisal) 시스템22)을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항목을 기준으로
파생하여 제작한 1996년도 지가현황도이다. 물론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의 시계열적 변화사항을 지도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림 4- 17> 동백지구 지가현황도(1996년)

22)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프로그램(사용 설명서),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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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현황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대상지역의 건축물 등 지장물현황은 현재의 문제
점과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건축물은 보통 지형도나
항측도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방법이다. 특히 주요건물이나 문화재,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지역 등
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비디오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GIS는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사진
이나 비디오를 이미지나 동영상 자료로 변환하여 관련 지형지물과 연결
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통합관리는 대상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4-18>은 음영기복도 위에 건물, 저수지, 도로 등을 표현하고 특정
건물에 대한 사진을 연결시켜 검색한 결과이다.

<그림 4- 18> 동백지구 건물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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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土地用途別 需要豫測 23)
1) 토지용도별 수요예측

(1) 주거용도
주택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주거용지 면적소요를 목동 신시가지의 주거
용지비율 수준(47.0%)의 49.4 %인 161만3천㎡(48만8천평)로 계획한다. 단
독주택용지로 28만7천㎡(8만7천평)을 계획하고, 이중 6만1천㎡(1만8천평)
는 이주자 택지로 하며, 나머지는 필지 규모가 100평 이상으로 일반에게
분양한다. 공동주택용지는 132만5천㎡(40만1천평)로 계획하고, 공동주택
용지 중 23만2천㎡(7만평)는 연립주택 전용용지로 계획한다.

(2) 상업 업무용도
상업용지 수요는 지구주민의 일상생활용품 구매와 서비스 수요 외에도
테마형 쇼핑몰 조성을 통한 특화기능유치 및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수요
일부를 포함하는 상업활동수요에 용적률 200～300%를 적용하여 7만9천
㎡(2만4천평)로 계획(지구내 상업용지비율 : 2.4%)한다.
중심상업용지는 총 6만9천㎡(2만1천평)으로 계획하되, 경전철역 주변
블록 3만5천㎡(1만1천평)은 용적률 300%(6～7층)로 계획하고, 테마형 쇼
핑몰(2만1천㎡)을 포함한 기타 블록 3만4천㎡(1만평)에 대해서는 용적률
200%(3～4층규모)로 계획한다.
근린상업용지는 용적률 200% 수준으로 1만㎡(3천평)을 계획하고, 기타
주택단지내 구매수요는 주택건설계획에서 대략 연면적

1만3천㎡(4천평)

의 단지내 상가를 건설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
23) 수요예측은 국토개발연구원,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계획: 중간보고자료, 199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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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시설용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미관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를 포함
한 오픈스페이스 면적을

96만1천㎡(29만1천평)으로 계획(오픈스페이스

비율 : 29.4%)하고, 일반도로용지는 도로율 12.7%수준의 41만6천㎡(12만6
천평)로 계획한다.

<표 4- 6> 동백지구 토지용도별 수요예측
구

분
계
소 계

주 거 용 도

상업업무용도

구성비(%)

3,265,000

987,658

100.0

1,612,540

487,791

49.4

단

독

287,383

86,933

8.8

공

동

1,325,157

400,858

40.6

소 계

78,818

23,842

2.4

중심 상업

69,005

20,874

2.1

근린 상업

9,813

2,968

0.3

1,573,642

476,027

48.2

녹지

960,741

290,625

29.4

기타공공시설

612,901

185,402

18.8

소 계
공공시설용도

평

m2

공원

2) 수요예측모형과 GIS와의 통합

수요예측은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수치를 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GIS 보다는 통계 또는 셈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입지배분 결과와의 면적비교 등 순환적 시뮬레이션이 필요
하기 때문에 정보의 통합관리가 요구된다. 수요예측은 공간자료와의 통
합보다는 GIS에 수요예측모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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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土地用途別 立地配分
1) 용도별 입지배분 요인

주거, 상업, 공원녹지 용도로 적합한 토지를 찾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 필요하며, 이를 중첩하여 토지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인
또는 인자 지도(factor m ap)를 작성해야 한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구축이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토지이용현황, 경사, 표고, 하천 접근성, 도로 접
근성 등 5가지를 선정하였다. 요인 지도는 이미 구축한 GIS 자료를 그대
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일정한 분석단위나 기준으로 가공해야 하는 것
이 있다.
<그림 4-19>는 지가현황도를 작성하기 위해 제작한 편집지적도와 토지
특성조사 자료를 연결하여 파생 제작한 필지별 토지이용현황도이다. 현
재의 토지이용현황은 대상지역의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토지의 잠
재력을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토지적합성 요인으로 선정하
였다.
<그림 4-20>은 TIN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사분석도이다. 토지이용
의 안정성과 토목공사 등 개발비용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인자이
다. <그림 4-21>은 표고분석도로 수치지형도에서 등고선을 추출 편집하
고 폴리곤 위상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만들거나 TIN 자료를 이용하여 같
은 등고값을 갖는 선을 생성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제
작하였다. 표고 또한 토지이용의 안정성과 개발비용, 자연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선택한 인자이다.
<그림 4-22> 하천접근성 분석도와 <그림 4-23> 계획도로 접근성 분석
도는 버퍼링 분석으로 작성하였다. 이들 인자는 인간행태의 보편성과 활
동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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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 토지이용현황도

<그림 4- 20> 경사분석도(m)

<그림 4- 21> 표고분석도(m)

<그림 4- 22> 하천접근성 분석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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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지도 중첩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적지분석 또
는

토지적합성

분석(suitability

analysis)은 한정된 토지를 안정적이
고 효율적으로 이용함을 목표로 하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Ian
McHarg에 의해 주장된 생태적 접근
방법은 종래의 사회경제적 인자만을
고려하던 것에서 생태적 인자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법론이라 말할
수 있다24) . 대부분의 GIS 소프트웨
<그림 4- 23> 도로접근성 분석도(m)

어가 가지고 있는 중첩기능은 바로
이러한 방법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GIS의 대표적인 기능이며, 여러 가지 자료를 중첩하여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4-24>는 토지적합성 분석기준으로 선정한 5가지 인자인 토지이
용현황도, 경사분석도, 표고분석도, 하천접근성 분석도, 계획도로접근성
분석도를 모두 중첩한 결과이다. 이때 인자지도의 모든 폴리곤이 중첩하
면서 무수히 많은 폴리곤이 생성되며, 각 폴리곤은 중첩한 인자지도의
속성항목을 모두 갖게된다. 이렇게 중첩한 종합지도(com p osite m ap)를
이용하여 표고별 토지이용현황 등 인자간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각 폴리곤에 대한 토지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4) 김대종, 퍼지집합을 이용한 적지분석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원 석사논문, 1995,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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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4> 요인지도의 중첩

3)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 분석

(1) 토지용도 구분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계획에서는 크게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공시설
용도로 구분하고 주택유형, 시설의 종류에 따라 세부용도로 구분하였다.
즉 주거용도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상업용도로서 중심상업과 근린상
업, 공공시설용도로서 공원녹지, 학교, 공공업무, 도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연구에서는 GIS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토지용도를 주
거용도(단독, 공동주택), 상업업무용도, 공원녹지용도 등 3개 용도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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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이를 대상으로 입지를 배분하였다.

(2)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 분석기준 설정25) 및 분석
GIS를 이용하여 구축한 자료를 고려하여 경사, 표고, 수계 등 자연환
경과 도로접근성, 토지이용현황 등 인문사회환경을 분석요인으로 설정한
바 있다. 대상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5가지 요인에 대한 척도(scale)와 가
중치(w eight)를 각각 5단계로 세분하였다. <표 4-7>은 단독주거, 공동주
거, 상업업무, 공원녹지 용도별 토지적합성 기준이다.
<표 4- 7> 동백지구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 기준
자연환경
경사

구분
구분

0-5 %
5-10
10-15
단독
15-20
20-25
25이상
주거
용도
0-5 %
5-10
10-15
공동
15-20
20-25
25이상
0-5 %
5-10
상업
10-15
업무
15-20
용도
20-25
25이상
0-5 %
5-10
공원
10-15
녹지
15-20
용도
20-25
25이상

점
수
3
5
4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1
1
2
3
4
5

인문사회환경

표고
가
중
치

5

4

4

5

구분

점
수

80-90m
90-100
100-110
110-120
120-130
130이상
80-90m
90-100
100-110
110-120
120-130
130이상
80-90m
90-100
100-110
110-120
120-130
130이상
80-90m
90-100
100-110
110-120
120-130
130이상

3
4
5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1
1
2
3
4
5

수계
가
중
치

가
중
치

0-50m
50-100
4 100-200
200-500
500이상

3
5
4
2
1

0-50m
50-100
2 100-200
200-500
500이상

4
5
3
2
1

0-50m
50-100
5 100-200
200-500
500이상

3
5
4
2
1

0-50m
50-100
2 100-200
200-500
500이상

4
5
3
2
1

0-50m
50-100
4 100-200
200-500
500이상

4
5
3
2
1

0-50m
50-100
3 100-200
200-500
500이상

5
4
3
2
1

0-50m
50-100
5 100-200
200-500
500이상

5
4
3
2
1

0-50m
50-100
4 100-200
200-500
500이상

1
2
3
4
5

구분

토지이용현황

도로접근성

점
수

구분

점
수

가
중
치

구분
주거
상업업무

3

공업
전답
임야
주거
상업업무

3

공업
전답
임야
주거
상업업무

5

공업
전답
임야
주거
상업업무

2

공업
전답
임야

점
수

가
중
치

5
4
3
2
1

2

5
4
3
2
1

2

4
5
3
2
1

2

2
2
2
3
5

4

25)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 연구진과 토의를 거쳐 입지적합성 분석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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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의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 기준은 일반적으로 전문가, 이해당
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협의과정을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척도나 기준이 바뀌게 될 경우 기존의 수작업으로는 다시 분석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GIS를 활용할 경우 종합도를 만
들어 놓으면 척도와 가중치의 변화는 단순한 계산에 불과하므로 그 결과
를 신속하게 출력할 수 있어 짧은 시간내에 다양한 입지배분 대안을 충
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중치 부여를 통한 선형적 결합방법 외에 요인지도를 중첩하여 토지
적합성을 평가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한 방법을 수용
한 GIS 프로그램도 이미 개발되어 있다. 특히 미국 클라크 대학에서 개
발한 래스터 기반의 GIS 소프트웨어인 IDRISI 프로그램의 경우, 여러 요
인별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부여하는 방법인 쌍체비교법
(p airw ise

comp arison

m ethod)과

다기준

평가방법(m ulti-criteria

evalu ation)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 등 애매 모호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
을 설정하고 입지적합성을 분석할 수 있다26). 그 외에 GIS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시스템(exp ert

system )과

지식기반시스템(know ledge

base

system)의 연구 및 발전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중 기준설정 및 토지
용도별 적합성 분석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가장 단순한 계산식인 가중치가 적용된 선형적 조
합으로 계산하였다. 즉 토지적합성 =

WiX i

Ci으로, 이때 Wi는

기회요소의 가중치이고, Xi는 기회요소의 점수이며, Ci는 제한요소의 점
수(0 또는 1)를 나타낸다. 사례연구에서는 Ci가 점수에 포함된 셈이다.
<그림 4-25> ～ <그림 4-28>은 선형 가중치조합 방법으로 계산한 토
지용도별 입지적합성 분석도이다.

26) Eastman J.R. et al, GIS an d DECISION MAKING, Explorations in Geographic
Inf ormation Systems Technology, 4,(Geneva: UNITAR),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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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5> 단독주거 토지적합도

<그림 4- 27> 공동주거 토지적합도

<그림 4- 26> 상업업무 토지적합도

<그림 4- 28> 공원녹지 토지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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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용도간 상충 및 해결방안

토지용도간에 상충이 발생하는 원인은 각 토지이용 목적에 대한 환경
적 조건은 서로 전적으로 다르지 않다 는 데에 있다27). 앞의 <표 4-7>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 기준과 <그림 4-25> ～ <그림 4-27>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의 입지조건과 상업지역의 입지조건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인자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9>는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 분석
자료에서 수요예측 결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수가 높은 폴리곤부터 누
계하여 찾은 토지용도별 적지도면을 중첩하여 토지용도간 상충이 발생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29> 토지용도간 상충

<그림 4- 30> 입지배분 결과

27) 오규식, 토지적합성 분석에 있어서 상충지역 해소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활용,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제31권 2호, 1995,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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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와 같은 토지용도간 상충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 순위적
우세(hierarchical dom inance)' , ' 복합적 이용(multiple or

com p atible

u se)', 교환(trade off)' 등 3가지 방법이 있다28) . 그러나 이 사례연구에서
는 입지배분할 토지용도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예측한 토지면적을 찾아
나가는 순위적우세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입지배분할 토지용도의 우선순위를 상업 → 공동주거
→ 단독주거 → 공원녹지 순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작성한 토지
용도별 입지적합성 분석자료를 다시 중첩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토지용도
부터 배분해 나갔다. 즉, 먼저 상업지역의 수요에 해당하는 면적을 적합
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나머지 토지 중에서 공동주거용지,
단독주거용지, 공원녹지 순으로 배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30>과
같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토지용도간 상충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입지배분결과가 최종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대상지역의 특성이나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보다 이해
하기 쉽고 합의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GIS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입지배분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
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土地利用計劃案 作成
1) 계획안 작성
입지배분한 결과를 참조하여 계획가는 최종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28) Berry J.K., "GIS in Island Resou rce Plannin g: A Case Stu dy in Map Analysis",
In D.J. Maguire, M.F. Goodchild, and D.W. Rhin d (Eds.) Geographical Inf ormation
Systems: Principles and Applications, Lond on : Longman, 1991. p p . 28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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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주로 계획가의 경험이나 디자인 감각이 많이 작용하기 마
련이다. 그러나 GIS를 활용할 경우 도출된 토지적합성에 따른 입지배분
결과를 가급적 고려하여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상토지가
지닌 잠재력을 계획안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그림 4- 31> 동백지구 토지이용계획안

이 단계에서는 블록, 도로, 필지 등을 설계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
GIS의 편집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밀도배분을 위해 3차원으로 모의실험
(simulation)할 수 있는 기능과 건축비 및 분양가를 즉시 계산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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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 GIS를 이용하여 3차원으로 모
의실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지용도별 수요를 예측한 면적과 비교 검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
다. <그림 4-31>은 캐드를 이용하여 계획안을 입력하고 이를 수요예측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계획안이다.

2) 계획안 관리

대상지역에 대한 계획안이 1차적으로 작성되면 그 위에 지장물 현황
등을 중첩하여 계획안을 평가 검증할 수 있다. 가령 민원에 의해 보전해
야 할 지역(양호 주거지역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계획안 변경이 필
요할 경우 계획안 위에 지장물 현황과 지적도면을 중첩함으로써 신속 정
확하게 수정이 가능하다.

<그림 4- 31> 계획안과 지장물

<그림 4- 32> 계획안의 수정 보완

第5章

GIS를 活用한 土地利用計劃 支援시스템 構築方案

1. 土地利用計劃을 위한 GIS 活用模型
1) 토지이용계획에서의 GIS 활용방향
(1) 자료의 통합관리 및 분석
토지이용계획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지가, 인
구, 산업생산량 등 숫자형태, 경관, 산업분류 등 문자형태, 지형도, 지적
도 등 지도형태, 항공기나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형태 등 다양하다. 이
러한 데이터는 처리되어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원천이 되기
도 한다.
현황자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의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
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수작업
환경에서 현황자료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GIS는 토지이용계
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
다. 문자, 숫자 형태의 데이터는 물론 사진 등을 스캐닝한 래스터 데이
터, 벡터 데이터, 동영상 등 거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분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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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보기술이다. 현황자료를 하나 하나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
라 일정한 관계를 맺어 구조적으로 관리한다.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종합
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GIS를 이용해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서 자료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상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 GIS는 토지이용계획에서 필요한 다양한 현황자료를 통합관리
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3D GIS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방
법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 결과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분석된 결과를 실제 세계와 가까운 형태로 얻을 수 있다면 토
지이용계획을 하는 계획가는 의사결정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
을 것이다.
GIS는 분석결과를 숫자나 문자 형태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고 지도나
그림형태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두 가지를 함께 제공할 수도 있다. 그
러나 3차원 공간을 처리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동안 GIS
기술은 주로 평면데이터 위주로 수집, 입력, 관리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3
차원 공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CAD에서 처럼 3
차원으로 자료를 표현하지 못했다. 이제 GIS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를 3
차원으로 수집,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
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대상지역을 분석하여 3차원으로 표현할 경우 문
제인식 및 의사소통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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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yna mic G IS

GIS가 토지이용계획 대상지역이나 또는 분석결과를 3차원으로 표현하
는 것은 계획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정적인 3차원 표현 보다는 대상지역을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돌아보는
같은 동영상을 만들어 보여줌으로써 공간에 대한 현실감을 높여줄 수 있
을 것이다.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기술이 GIS기술에 접목되어 대상지역
이나 분석결과를 동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들은 더욱
발전하여 향후 가상현실(virtu al reality)을 이용하여 계획가와 지역주민이
현실세계 속에서 공간문제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토지이용계획에서의 GIS 활용모형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수립 과정은 몇 개로 나뉘어 지고 각 과정에
서 사용하는 자료나 분석방법이 있고 출력결과는 그 과정의 의사결정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료가 다르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자료나 방법에 적합한 정보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GIS기술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에서의 정보기술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가장 기
반이 되는 것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이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는
대상지역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자연,
인문, 경제, 산업 등에 대한 자료가 저장된다. 이 자료들은 문자, 숫자 형
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치화된 지형도, 지적도, 분석도, 주제도
등의 공간자료들이다.
토지이용계획수립 각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 의사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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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계획가의 전문적인 지
식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판단기준은 계획가 수 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수
립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은 블랙박스로 여겨지고 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
문에 정보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 한편 계획가
의 전문지식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보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
로 전환이 어렵다. 그러나 계획가의 전문지식 중에 조건이나 경우의 수
를 고려할 경우 어느 정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분
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 전문가 시스템이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나 전문지식을 조건이나 경우의 수로
구조화하여 지식베이스(knowledge-base)를 구축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
스가 데이터를 일정한 관계를 맺어 모아 놓은 것처럼 지식베이스는 지식
을 일정한 관계를 맺어 모아 놓은 것이다. 지식베이스는 전문가 시스템
의 기반이다. 사용자(계획가)는 대화하듯이 전문가 시스템이 요구하는 자
료를 입력하고 시스템은 조건에 적합한 결과를 추론해 줌으로써 의사결
정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토지이용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고, 지식베이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처리된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모아 놓은 것이다. 따라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 지식베이스가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정
보시스템의 기반이다. 결국 토지이용계획수립에 정보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자료와 지식을 연계 처리하여 계획가의 일을 도와주는 지원시스템
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 지원시스템에는 수요예측이나 통계분석을 위
한 모형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5-1>은 토지이용계획 과정과 각 단계별 특성에 따라 GIS와 관
련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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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그림 5- 1> 토지이용계획에서의 정보기술 활용모형

2. 土地利用計劃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構築方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매우 방대하고 그 형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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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하다. 표고, 경사, 수계망, 유역, 도로망, 건물현황, 지형단면도 등
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구조화
편집과정과 가공을 통해 제작할 수 있었다. 토지이용현황도 또한 지가현
황자료를 변환, 편집하여 제작할 수 있었다. 반면 기상 기후 자료와 인구
관련 자료는 새로이 입력하여 행정구역 자료와 연결할 수 있었다.
N GIS 사업에서 국가공간기반(N ational Sp atial Data Infrastructure)의
한 요소로써 인식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데이터29)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토지이용현황도 등 각종 주제도 전산화사업
도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30) 향후 구축될 예정이므로 GIS를 활용한 토지
이용계획 수립방법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1)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N GIS 구축 지원연구 중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실험연

구 에서는 제주도 중산간 종합조사31)와 설문조사를 통해 프레임워크 데
이터를 <표 5-1>과 같이 선정하였다. N GIS사업으로 구축한 수치지형도
를 GIS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치지형도의 레이어를
기준으로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종류를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프레임워크 데이터는 앞의 제 4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치지형도를

29) 같은 도로중심선이라도 제작하는 방법 또는 지도의 축척에 따라 다르게 입력되기
때문에 GIS를 이용하여 중첩하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
지게 되며, 여러 가지 분석과정에서 오차 또는 불확실성을 발생하는 원인이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공간자료를 도
형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중첩시키거나 추가시킬 수 있는 틀로서 프레임워크 데
이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국토개발연구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실험연구, 1997. 참조
30) 정보화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이용현황도와 도로망도,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을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이 1998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음
31) 국토개발연구원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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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편집하여 제작할 수도 있다. 반면 지적도와 수치정사영상자료는
새로 제작해야 한다.

<표 5- 1> 프레임워크 데이터 선정(案)
종
측지기준
표

고

법정경계
수

계

도

로

류

속

정

보

측지기준

분류코드, 국가기준점, 항측기준점 등

등고선

등고값

DEM

-

법정경계/해안선

법정코드, 법정명

하천중심선

분류코드

하천경계
도로중심선

분류코드

도로경계

-

주요건물

주요건물

분류코드, 명칭

지

필지 경계선

지번, 법정코드

적

성

수치정사영상

-

프레임워크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를 분석하거나 가공하여 토지이용계
획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 <표 5-2>는 프레임워크 데이터를 토
지이용계획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예이다.
<표 5- 2>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활용(예)
토지이용 현황조사분석

프레임워크 데이터
표고(DEM)

표고, 경사, 향, 유역, 지형단면, 가시지역 분석 등

법정경계

인구, 산업 경제, 기상 등의 통계자료와 연계

수

계

하천현황 및 하천 접근성 등

도

로

도로현황 및 도로 접근성, 접도구역 등

주요건물

지장물 현황 등

지

토지특성자료와 연계 지목별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및 지
가현황도 제작

적

수치정사영상

각종 자료의 갱신 및 토지이용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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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도 구축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 필요하나 프레임워크 데이터로 구축할 수 없
는 자료는 새로이 입력해야 한다. <표 5-3>은 주로 도시토지이용계획에
서 새로이 조사하거나 입력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보여준다. 이 외에
국토계획 등 다양한 공간계획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제도가 필요하
다32).

<표 5- 3> 추가 조사·입력해야 하는 자료
구분
자연
생태

인문
사회

주제도

지질 토양

지질도, 토양도

생태

식생도, 동물서식지 분포도, 녹지자연도

경관

경관미분석도, 시각적 흡수능분석도, 경관축

인구

인구수, 인구구조, 인구밀도, 가구수

산업경제

산업구조, 지역총생산

건축물

용도, 규모, 층고, 건폐율, 용적률, 구조물

공급처리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시설

관련계획

상위계획(국토이용계획도, 수도권정비계획 등), 도시계
획, 부문별계획

3. 應用시스템 開發方案
GIS를 이용한 토지이용계획수립지원시스템의 사용자는 전문 계획가들
로 예상할 수 있다. 계획가들은 컴퓨터나 GIS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
다. 따라서 응용시스템은 비전산 전문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
터페이스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인터페이스는 시뮬레이션을 쉽게 할 수
32) 국토개발연구원, 공간계획을 위한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 방안연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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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계획가가 어떤 요소의 조건이나 가중치를 쉽게
변경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시
뮬레이션 과정에서 사용된 요소와 가중치 등은 결과와 함께 유지관리 되
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과정에는 현상을 분석하거나 수요예측을 위해 통계적 방
법과 모형이 사용된다. 통계적 방법이나 모형은 응용시스템에 통합 연계
하여 구축해야 한다. 즉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과정에서
분석된 결과는 다음 과정에서 분석될 수 있도록 연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는 관련된 자료가 연계되어 다양하게 출력될 수 있어야 한
다.

1) 자료흐름도(Data Flow Dia gra m)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응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가 계획과정에 따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현황조사분석 단계에서는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
집하여 입력하고, 대상지역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
료는 자료 자체를 분석하거나 다른 자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현황
조사분석이 끝나거나 대상지역의 개발방향 등이 정해지면 토지용도별 수
요를 예측하는데, 공간자료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토지이용계획과정 중 입지배분과 계획안 작성은 현황조사 및 분석단계
에서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 분석 등 복잡한 분
석이 필요하며, 계획가의 경험과 직관이 많이 작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의실험에 의해 수많은 임시자료가 생성된다. <그림 5-2>는 토
지이용계획 과정에서 자료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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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 토지이용계획 자료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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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용시스템 개념도

토지이용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여
러 가지 자료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3>은 현황조사분석,
수요예측, 입지배분, 계획안 작성 단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응용시스템 개
념도이다.

<그림 5- 3> 응용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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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화면흐름도

응용시스템을 개발할 때 작업에 흐름에 따른 화면(또는 다이알로그)
설계는 작업의 생산성과 자료관리의 효율성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하다. 토지이용계획 단계를 모듈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1) 초기화면
대부분의 응용시스템의 초기화면은 작업을 선택할 수 있게 설계한다.
즉 현황조사분석, 수요예측, 입지배분, 계획안 작성 모듈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변수를 설정하기도
한다.

<그림 5- 4> 초기화면 화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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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조사분석

현황조사 및 분석 모듈에서는 입력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화면 또는
프린터로 그래프, 도면, 통계의 형태로 출력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때
모든 자료에 대해 도면, 그래프, 통계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 5> 현황조사분석단계의 화면흐름도

(3) 입지배분
입지배분 단계에서는 입지배분 기준 변경에 따른 모의 실험 등 자료의
흐름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화면 흐름도 복잡하다.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다른 작업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생성되는 임시자
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6>은 선형 가중치조합 방법에 따라 입지를 배분할 경우를 기
준으로 작성한 화면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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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6> 입지배분 화면흐름도

(4) 계획안 작성
이 단계에서는 블록, 디자인 개념에 따라 계획안이 작성되므로 계획안
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과 지장물 등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 변경하는 화
면을 서로 연계시키면 된다.

<그림 5- 7> 계획안 작성 화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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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向後課題
이 연구는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의 GIS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한 것으로서, 여러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주로 신시가지, 신도시 개발계
획시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과 응용시스템을 모든 토지이용계획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며,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것을 기초로 하여 주요
토지이용계획별로 그에 적합한 방법론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수립 의사결정과정은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로 여겨지고 있
다. 의사결정 전과정이 블랙박스라면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 정보기
술이 적용되려면 블랙박스는 객관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
이용계획수립을 하는데 정보기술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의 지
속적인 객관화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수립에 GI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데이
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가GIS사업으로 제
작된 수치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구조화 편집과정을 거쳐야 하고 관
련속성의 추가적인 입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토지이용계획수립에서는 다
양한 주제도가 필요하나 수치주제도가 제작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수립에서 GI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각종 주제도가 전산화되어야 한다.

第6章

結

論

이 연구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수립의 각 단계별 GIS의 활용가능성이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유용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GIS 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현황조사분석단계에서는 수치지도, 원격탐사자료 등을 이용한 자
료수집 분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각종 공간자료 및 속성
자료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 분석에 있어 다양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
둘째, 토지용도별 수요예측단계에서는 토지용도별 표준수요 예측모형
과 통계, 셈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이러한 수요를
입지배분단계에서 연계활용할 수 있다.
셋째, 토지용도별 입지배분단계에서는 용도별 입지적합성 기준에 의거
하여 GIS 중첩분석기능을 활용하여 입지배분의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입지적합도 분석기준의 변경에 따른 신속한 시뮬레이션으
로 더 나은 계획안의 도출과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도출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넷째, 토지이용계획안 작성단계에서는 보다 정확한 계획도면의 작성과
계획안의 변경수정 등에 있어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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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과정에 GIS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형
도 이외에 지적도 등 기초 현황자료의 전산화 및 표준화가 시급하다. 또
한 이들 정보들이 일반에 공개되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GIS의 현재 기술여건상 토지이용계획 전과정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전문가시스템이나 멀티미디어 등의 응용으로 계
획전반에 정보기술을 접목시키는 노력이 실효를 보게 될 경우 토지이용
계획의 객관성과 과학성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기존의 현황분석, 적지분석 위주의 GIS 적용시도에서 한걸
음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GIS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실험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덧붙여 이 연구가 향
후 신도시나 신시가지 또는 기존도시의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한 GIS
적용시스템 연구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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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문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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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사례연구

160

<부록 Ⅰ > 설문 조사결 과
1.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문제점
① 현황조사시 발생하는 문제점
문항내용

답변수 구성비(%)

자료를 수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및 비용이 든다

21

22.83

최신의 자료를 얻을 수 없다

15

16.30

기존의 지도 또는 통계자료에 오류가 많다

15

16.30

전산화된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다

24

26.19

계획에 필요한 자료 자체가 없다

6

6.52

계획 수립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변화하는 현실
을 고려하기 힘들다

10

10.87

분류 기준 등의 상이로 자료간의 통합 곤란

1

1.19

92

100

합계

② 현황자료 분석시 발생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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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용도별 입지배분(대안작성)시 발생하는 문제점

④ 토지이용계획안 작성시 발생하는 문제점
문항내용

답변수 구성비(%)

토지이용계획안을 도면화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

11

14.29

도면작업을 수작업에 의존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12

15.58

계획내용의 경미한 변경시 반복작업이 뒤따른다

21

27.27

계획안을 작도할 때 기준이 되는 현황자료를 정확,
신속하게 활용하기 힘들다

33

42.86

합계

7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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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지배분/ 계획안 작성시 현황자료의 활용정도

⑥ 입지배분/ 계획안 작성시 현황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문항내용

답변수

구성비(%)

자료의 정확성(신뢰도)이 떨어진다

5

20.00

자료의 최신성이 떨어진다

2

8.00

수작업으로 인한 분석자료의 오차가 심하다

1

4.00

분석한 자료의 종합적 관리·활용이 힘들다

14

56.00

분석한 자료의 내용이 입안기관의 정책과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1

4.00

발주처의 의지나 주민의 요구에 따라 당초 현황분
석 관점이 변화한다

1

4.00

계획안 작성시 계획가의 주관적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다

1

4.00

합계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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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토지이용계획과정에서 시간·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 및
이유
구분

이유

답변수
항목 합계

구성비(%)
항목

분석기준의 신뢰도, 정확성 결여

3

6.52

자료의 미비 및 수집의 어려움

20

43.48

수집자료의 전산화 및 도면화에 시간
소요

2

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1

데이터 분석 및 합리적인 지표설정을
위한 시간 소요 과다

2

잦은 변경과 그에 따른 근거제시의 어
려움

1

많은 대안 도출과 입안자 및 지역주민
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간·비용의 많
은 소요

1

기타

1

2.17

민원, 발주처 협의 등 계획안을 결정
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6

13.04

다양한 결과물 출력 및 최종결과물에
대한 표현력 가미

1

2.17

계획안 이상적인 계획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작성 2,3개의 안을 가지고, Feeback에 의한
수정·보완을 거쳐야 하므로

6

현황분석, 예측자료의 정확한 습득 및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므로

1

2.17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결과를 산출해
야 하므로

1

2.17

현황
분석

수요
예측

입지
배분

합계

46

26

4.35

합계

56.52

2.17
2

4.35

4.35

2.17
3

15

46

2.17

13.04

100

6.52

32.6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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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계획가의 직관이 가장 많이 좌우하는
단계 및 이유
구분

현황
분석

수요
예측

입지
배분

이유

답변수

구성비(%)

항목 합계 항목

계획목표에 따른 자료 분석관점이 달라
지기 때문에

1

공식적 통계자료를 활용하므로 이견이
없다

1

2.17

지표설정을 위한 가정 및 전제의 설정
이 가장 중요하므로

1

2.17

현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모형선
택이 어려우므로 계획가의 판단이 크게
작용

2

4.35

현황자료의 미비 및 객관화의 어려움

1

2.17

계획의 기본지표와 다른 인문사회적 변
수가 결정되기 때문

1

2.17

기타

1

2.17

배분과정(현황분석, 장래발전방향, 주민
의견 반영 등의 종합과정)은 계획가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6

13.04

정확한 현황분석자료가 부족하기 때문

1

정량화·계량화의 어려움

1

2.17

현황자료 및 수요예측자료에 비과학성,
주관성 개입

2

4.35

구득된 직관정보와 비교사항 불명확

1

2.17

계획가의 kn ow-h ow (주관,경험 등) 작용

22

47.83

1

2.17

도면의 부정확성과 데이터 미비
계획안
종합적, 합리적인 기준 부재
작성
계획안 최종 선정시
기타
합계

2.17
2

4.35

6

2

11

27

13.04

2.17

4.35

1

2.17

1

2.17

46

합계

46

100

23.91

58.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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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토지이용계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2.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정보기술 이용현황
①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중 컴퓨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단계
구분
현황
분석
수요
예측

이유

답변수
항목 합계

데이터 관리 및 분석에 용이

19

다양한 변수 및 예측 모형 적용

2

인구분석과 수요예측시 필요

입지
배분

-

계획안 성과물 작성 및 보고의 편리성
작성 수정 및 반복, 보관이 용이
합계

1
0
6

19
3
0
24

18
46

구성비(%)
항목

합계

41.30

41.30

4.35
2.17
0
13.04

6.52
0
52.17

39.13
46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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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이용계획과정에서 GIS를 활용하는 단계 및 목적

③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GIS를 도입 또는 활용 여부
문항내용

답변수 구성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4

22.22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회수가 불확실하므로 좀 더 두
고 보겠다

7

38.89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인원이나 비용이 부족하므
로 아직 곤란하다

7

38.89

GIS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0

0

18

1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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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이용계획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구분

소프트웨어/프로그램
Au toCAD

그래픽

셈틀

통계

기타

답변수
항목

구성비(%)

합계 항목별 단계별

45

34.62

LANDCADD

6

4.62

Coreldraw

2

Ph otoshop

10

7.69

Powerp oint

1

0.77

Excel

39

30.00

Lotu s

2

Access

1

Foxpro

1

SAS

8

SPSS

7

Map Info

5

Arc/ Info

2

ArcCAD

1
합계

130

64

1.54

49.23

1.54
43

0.77

33.08

0.77
6.15
15

5.38

11.54

3.85
8

1.54

6.15

0.77
13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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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이용계획 과정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단계

현황
분석

수요
예측

입지
배분

계획안
작성

소프트웨어

답변수
항목

합계

SPSS
Lan dcad d
Arc/ Info
Excel
Au toCAD
Powerp oint
IDRISI
Arcview
MapInfo
SAS
Au tosketch
Ph otosh op
Au toCAD
Excel
SPSS
Lotu s
SAS
Excel
Au toCAD
IDRISI
Ph otosh op
MapInfo
Arc/ Info
Au toCAD
Ph otosh op
Powerp oint
MapInfo
Au tosketch
Coreldraw

4
5
6
22
19
2
1
1
6
1
2
1
1
25
2
1
1
2
14
1
2
2
1
39
4
1
7
2
2

30

합계

177

177

70

22

55

구성비(%)
항목
5.71
7.14
8.57
31.43
27.14
2.86
1.43
1.43
8.57
1.43
2.86
1.43
3.33
83.33
6.67
3.33
3.33
9.09
63.64
4.55
9.09
9.09
4.55
70.91
7.27
1.82
12.73
3.64
3.64
100

합계

39.55

16.95

12.43

31.07

100

150

⑥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용하는 GIS 소프트웨어와 이용상의
문제점
소프 트웨어
문제 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너무 비싸다
다양 한 분석 이
힘들 다
분 석을 위 한 자료
구축시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다른 프로그램 과의
호환성 이 떨어 진다
소프트웨어의
사용 법이 너 무
어렵 다
구축 된 자료 의
갱신이나 수정시
많은 노력이
뒤따른다

Arc/Info Inte rg ra ph Ma p Info ArcView IDRIS I

AutoCAD
Ge oBa s e 합계 구성비
Ma p

9

0

3

3

0

3

1

19

20.65

0

0

7

3

0

4

1

15

16.30

7

0

7

3

1

5

0

22

25.00

3

1

3

2

1

3

0

13

14.13

8

0

1

2

0

1

0

12

13.04

1

0

4

1

1

3

0

10

10.87

100

합계

28

1

25

14

3

19

2

92

구성 비

30.43

1.09

27.17

15.22

3.26

20.65

2.17

100

⑦ 과학적이고 투명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기술이 갖추어
야 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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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안 작성을 위해 정보기술(컴퓨터)을 적극
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단계와 이유
구분

현황
분석

이유
데이터의 과학성, 객관성 확보

답변수
항목 합계
25
8

수요
예측

복잡한 계산식 수행이 용이

2

장래 추정시 합리성, 정확성 확보

2

입지
배분

객관적 입지배분기준 제시와 대안
들간의 비교 검토 가능

7

객관적, 과학적, 실증적 계획가능

3

시간 및 비용 절감
합계

항목

68.75
16.67

4

4.17

8.33

4.17
7

14.58

15.58

6.25
4

1
48

합계

52.08
33

많은 자료의 수집, 분석의 정확화,
신속화

계획안
작성

구성비(%)

8.33
2.08

48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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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과학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가장 유용한 컴퓨터 기술
구분

문항내용

답변수 구성비(%)

Au toCAD, Lan d Cad d, EagelPoint,
Microstation, Cadcore, Ph otosh op , 등

11

21.15

통계

SAS, SPSS, SAS/ GIS 등

1

1.92

GIS

Arc/ Info, Au toCAD Map, IDRISI, ArcView,
Map Info, MGE 등

35

67.31

셈틀

Excel, Lotu s, Access, Foxpro 등

5

9.62

기타

GPS 관련 프로그램(예, Pathfinder), Rem ote
Sen sin g 관련 프로그램

0

0

52

100

그래픽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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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용도별 수요예측
① 주거용지 산정방법
구분

답변수

구성비(%)

상정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32

32.99

주택 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34

35.05

주민 1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8

8.25

계획인구 및 소요 주택수에 의한 방법

18

18.56

공지율의 적용에 의한 방법

3

3.09

multip licative식을 이용한 추정식

1

1.03

지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산정

1

1.03

97

100

합계

② 상업용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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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업용지 산정방법
구분

답변수

구성비(%)

활동대상인구에 의한 방법

23

27.71

업종별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31

37.35

업종별 종업원수에 의한 방법

19

22.89

업종별 출하액에 의한 방법 방법

4

4.82

multip licative식을 이용한 추정식

2

2.41

종업원수×1인당 부지면적
= 1인당 점유면적÷(1-공공용지율)

1

1.20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2

2.41

상위계획상의 지표 수용

1

1.20

83

100

합계

④ 녹지지역의 수요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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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용도별 입지배분 및 평가
① 주거용지 배분시 이용되는 평가요소와 평가기준
요소
개발추이
경관
경사
공공시설
공원녹지

교통

기반시설
기존 상황
도시성장축
배수
상위계획
생활권구분
수계
인구
인구밀도
접근성
쾌적성
지가
지역지구
지질
표고
풍향
향
혐오시설

기준
개발가능성
경관 및 식생이 양호한 곳
주변 skylin e과 조화
10～15 % 미만
20～25 % 미만
공용의 청사, 학교 등의 적절한 배치
공원, 녹지 분포와 연계
내부 발생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배분
대중 교통체계
보행 우선
장래 도로망 확보 가능성 (도시계획 도로사항)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
기반시설 설치 용이
기존 취락지와의 연계 및 보존

답변수 구성비 (%)
3
2.19
6
4 .38
2
1.46
13
9.49
3
2.19
2
1.46
3
2.19
1
1.46
5
3.65
1
0.73
2
1.46
8
5.84
5
3.65
5
3.65

도시성장축 방향 고려

1

0.73

배수가 잘 되는 곳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상위계획상의 생활권 구분
상습 침수지역 배제
하천의 배후지
홍수위 파악
인구유입을 고려한 수용가능인구 산출
1종일반 :200인/ ha, 2종일반 :200～500인 / ha,
3종일반 :500인/ ha
산업구조 및 장래수요예측을 통한 적정밀도 유지
주변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용이
환경오염이 적고 쾌적한 곳 선호
개발보상비 고려
공업, 상업지역과의 분리, 완충지역 계획
주거용지로서의 적합성 여부 판단
타용도 지역과의 연계성 고려
연약지반 배제
50～70m 미만
주변지역과 표고차 50m 미만
지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
표고차 100m 미만
공장위치에 따라 조절
남동향 선호
북향 배제
혐오시설과 이격
합계

3
5
2
12
1
1
3

2.19
3.65
2.19
8.76
0.73
0.73
2.19

2

1.46

3
1
3
1
6
3
3
3
6
1
1
6
2
6
1
2
137

2.19
0.73
2.19
0.73
4 .38
2.19
2.19
2.19
4 .38
0.73
0.73
4 .38
1.46
4 .38
0.73
1.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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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업·업무용지 배분시 이용되는 평가요소와 평가기준
요소
경관

기준

선택수 구성비 (%)

도시 skyline 형성

1

0.81

5 % 이하의 평탄지

10

8.13

도시계획 도로망 고려

1

0.81

접근이 용이한 지역

6

4 .88

주요 간선도로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23

18.70

중요 결절지역

1

0.81

기능에 따라 지역중심, 지구중심, 생활권 중심으로
구분하여 배분

4

3.25

주변 용도지역과 유기적인 연계

4

3.25

중심지적 성격 고려

6

4 .88

도시성장축

도시성장축 방향 고려

5

4 .07

부문별계획

적정 상업, 업무용지의 배분

1

0.81

산업구조 파악

3

2.44

입지지역의 상권 규모 파악

1

0.81

상위계획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3

2.44

상하수도

상하수도 관망, 처리, 용량 파악

2

1.63

생활권의 중심

12

9.76

용수확보의 용이

1

0.81

용적률의 변화 추세로 중심기능 분석

1

0.81

이용인구의 적정규모

12

9.76

정책적 배려, 도시개발 방향성 고려

1

0.81

주거지와의 거리

5

4 .25

신규 확보시 낮은 지가 선호

1

0.81

상업용지로서의 적합성 여부 판단

4

3.25

평탄한 지형

2

1.63

기존 상권 밀집지역

4

3.25

동일시설 밀집지역

2

1.63

주거 혹은 학교 환경 저해 유무

3

2.44

상업용지로서의 개발 가능성 판단

2

1.63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1

0.81

도시 특성 고려

1

0.81

123

100

경사

교통

기능

산업구조
상권

생활권
용수
용적률
인구
인구밀도
접근성
지가
지역지구
지형

토지이용

La ndma rk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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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업용지 배분시 이용되는 평가요소와 평가기준
요소
경사

교통
기상

기준
5 %이하 평탄지

선택수 구성비 (%)
10

6.71

급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사지

1

0.67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19

12.75

발생 물류 통행의 원활성

1

0.67

수송적합지

4

2.68

기상 및 풍향 고려

15

10.07

도시성격

도시 성격 부합 고려

1

0.67

도시성장축

장래 도시발전축 고려

3

2.01

배후도시와
의 거리

생산 인력의 확보가능 여부

3

2.01

근로자의 통근 용이

1

0.67

지역의 산업구조 파악

4

2.68

취약산업 및 유치산업 파악

1

0.67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9

6.04

공업용수량, 폐수량 고려

11

7.38

배수체계 및 급수체계 고려

11

7.38

에너지 공급시설 고려 (동력 확보)

3

2.01

인구

배후 고용을 고려한 인구규모

3

2.01

지가

투자효율 극대화지

7

4 .70

지질

연약 지반 제외

5

3.36

산재된 공업시설 집합화를 유도

1

0.67

주거지역과 분리

6

4 .03

주변 용도와의 상충성 고려

10

6.71

표고 60m 미만

1

0.67

인근 주거지에 영향이 없는 용지

1

0.67

풍향 방향의 말단부에 배치

2

1.34

대기, 수질, 소음 고려

3

2.01

농경지 오염 여부

1

0.67

환경관리지역의 보호

1

0.67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

4

2.68

주변 산업단지 간의 연계화, 활성화 정도

2

1.34

대규모 부지확보의 용이성

5

3.36

149

100

산업구조
상위계획
상하수도
에너지시설

집합성
토지이용
표고
풍향

환경

연계성
부지확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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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녹지지역 배분시 이용되는 평가요소와 평가기준
요소
경관
경사
기존 녹지
녹지자연도

기준

선택수 구성비 (%)

양호한 경과

8

8.70

경사 20 % 이상

2

2.17

급경사지망과의 연계

3

3.26

기존 녹지 최대한 보존

5

5.43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3

3.26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1

10.9

녹지체계

도시전체적 녹지체계 고려

3

3.26

상위계획

상위계획상 녹지요구지역

2

2.17

자연생태 조건이 양호한 곳

10

10.87

Biotop 가능성

3

3.26

생태
식생 , 동물
완충녹지
우량농지
이용성
지형
최소면적

토지이용

표고

보존 식생, 천연기념물의 존재

7

7.61

간선시설변 완충녹지

3

3.26

주거와 공업, 상업과 주거 분리, 보행축

2

2.17

우량농지 여부 고려

7

7.61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한 곳

5

5.43

지형상 타용도의 배분이 곤란한 곳

1

1.09

1인당 3㎡

4

4 .35

문화적 의미가 있는 지역 주변

2

2.17

상위계획 및 현 도시계획의 토지이용상태

9

9.78

임야 분포 상태

2

2.17

주변 토지 (주거)와의 접근성

3

3.26

개발불가능지 표고

5

5.43

1

1.09

1

1.09

92

100

고려

표고 100m 이상
표고 200m 이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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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각 용도의 토지들이 배분되는 순서
배분순서
공업-상업-주거-녹지
녹지-공업-상업-주거
녹지-주거-상업-공업
상업-공업-주거-녹지
상업-주거-녹지-기타
상업-주거-공업-녹지
주거-공업-상업-녹지
주거-상업-공업-녹지
주거-상업-녹지-공업
종합적 검토결과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기타
합계

5.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① 계획안 작도시 사용하는 Base Map

선택수
1
5
2
1
1
2
1
22
1
1
9
46

구성비(%)
2.17
10.87
4.35
2.17
2.17
4.35
2.17
47.83
2.17
2.17
19.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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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안의 계획선 작도시 이용하는 지침이나 기준
지침 및 기준
가로망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선택수 구성비 (%)
1
0.95

건축법

3

2.86

공업용지 개발지침
국토이용계획 업무편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지법
단지계획·설계 실무편람 (토공)
단지계획기준 (주공)
단지계획지침
도로구조령 해설 및 지침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1
2
2
1
1
3
1
2
4

0.95
1.90
1.90
0.95
0.95
2.86
0.95
1.90
3.81

도로시설기준

1

0.95

도시계획 편람

1

0.95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지침

20

19.05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7

6.67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3

12.38

도시계획업무편람
도시공원법
도시교통 촉진법

4
2
2

3.81
1.90
1.90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4

3.81

도시재개발법

2

1.90

상세계획 수립지침

3

2.86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수치지도 작업규칙
용도지역제
유통단지 개발지침

8
1
1
1

7.62
0.95
0.95
0.95

택기개발계획 실무지침

11

10.48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각 지자체 조례
합계

1
1
1
105

0.95
0.95
0.95
100

내용
대지경계선,인동거리,
최소대지면적
도면표시 방법

도로 시설의
설치기준

규모

및

시설의 표시 방법,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의 규모
및 배치방법

용도를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개괄적으로
표시
도로폭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과의
관계

각 시설 설치기준, 도면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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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이용계획안의 실제 작도방법
작도방법

선택수 구성비(%)

수작업으로 작업한다

25

54.35

CAD 등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21

45.65

46

1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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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 해외 사례연 구
1. "What if?" PSS(Planning Support System)
1) 개요

(1) 서
계획지원시스템(PSS)에 근거한 협력적 GIS
– 토지 입지적합성 분석
– 장래 용도별 토지수요 예측
– 예측된 용도별 토지수요를 적지에 입지/ 배분
대안적 개발 시나리오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
한 개발 시나리오가 장래 토지이용패턴-인구, 고용추세 등-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줌
사용하기 쉽고,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정책현안 등과 잘 조화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결과물-도면, 도표, 보고서 등-을 제공함으
로써 사용자의 이해를 높임
LD R, D CI, CAPS와 공동개발
– LD R : 도시계획, 설계회사로 국제현상설계 다수 입상업체
– D CI : 새로운 G IS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특화된 컴퓨터업체
– CAPS : 계획분야의 GIS-based tool을 개발하는 전문업체
(2) 시스템 개관
w h at if는 장래여건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것은 아님
대신에 특정한 정책적 선택(공공기반시설의 단계적 확충, 대안
적 토지이용규제의 실행 등)이 이루어지고, 장래여건과 관련된
가정(장래인구/ 고용추세, 가구특성, 개발밀도 등)들이 맞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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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 위한

것임
w h at if는 통합 패키지로서 다음과 같은 토지이용계획 과정상의
중요하고도, 어려운 측면을 지원해 줌
＊ 정보의 시각화 : 데이터베이스 옵션
– 사용자로 하여금 대상지의 모든 가용정보를 선택, view , 도면인
쇄, 보고자료 disp lay 등을 할 수 있게 함
＊ 입지적합도 분석 : 입지적합도 옵션
– 용도별 입지의 상대적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환경요인들을
선택하게 해줌
– 이들 적합성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세분하여 수치화 할 수
있게 해줌
– 요인별로 점수를 매김으로써 용도별 입지적합도, 관련 보고서
등이 생성됨
＊ 수요 예측 : 성장관련 옵션
– 년도별로 각 토지용도별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함
– 사용자가 성장관련요인을 세분할 수 있도록 해줌
– 인구/ 고용증가추세, 장래 가구특성, 고용밀도, 농지/ 임야 등 환
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토지소요량 등
＊ 예측 수요 배분 : 입지배분 모듈
– 추계된 용도별 토지수요를 상대적 입지적합도와 기반시설확충
계획, 토지이용규제 등을 감안하여 적정 배분
– 대상지 토지이용패턴을 10년 단위로 예측가능하고 이를 도표로
볼 수 있도록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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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링 과정
bottom -u p m od el
– 동일 특성의 단위토지인 UAZ s (Uniform An alysis Z on es)를 기
본단위로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 공공정책의 대안을 이들 단위에 적용시켜서,
– 이들 단위토지들을 취합함으로써 지역적 여건(인구/ 고용성장 추
세 등)을 도출함
＊ UAZ s(단일 분석 구역, Un iform An alysis Z on es)
– GIS-gen er ated p oly gon : 중첩기능 사용하여 생성
– 같은 UAZ내의 모든 지점은 경사, 행정구역, 조닝규제, 기존/ 계
획고속도로로부터의 거리 등이 같음
– 자연조건(경사, 토양, 경관축 등), 기존/ 계획기반시설(교차로/ 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급배수시설 가용성 등), 토지이용규제(조
닝지구, 토지이용계획 등)등의 정보를 포함
토지 용도별로 서로 다른 지점에 위치한 적합토지에 대한 수요
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줌으로써 장래 토지이용패턴을 예측
정책의 대안적 선택이 2가지 방법-다른 도면 레이어를 추가하거
나(예 : 토지이용이나 기반시설 확충계획의 대안 등), 이를 직접
UAZ s에 적용(예 : UAZ s의 허용 개발밀도를 늘리거나 줄임으로
써)함으로써-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사용자가 정의한 대안적 미래상은 적합성, 성장, 배분 시나리오
를 변경함으로써 쉽게 검토해 볼 수 있음
– 예로서, 한 대안(적 시나리오)은 현재의 개발정책을 지속할 경우
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 다른 대안(적 시나리오)은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나 농경지의 개
발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의 정책 영향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 다른 대안은 대상지의 모든 개발가능한 토지를 특정 개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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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계속 개발허용했을 경우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임
모델링 과정은 반복적(iterativ e) 과정임
– 토지이용 적합도 및 장래 성장수요 예측과 관련된 일련의 가정
들에서부터 출발
– 이들 가정들이 적정입지배분 시나리오에서 토지이용규제 및 기
반시설계획과 관련된 가정들과 결합되어질 경우 특정용도가 부
족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이 경우 입지적합성, 성장수요예측, 적정입지배분의 가정들을
변경시켜 다시 모델 과정을 수행하면 새로운 일련의 가정들에
의해 보다 적합한 입지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2) 모델 사용법
초기화면 : File, Su itability, Grow th, Allocation, H elp

<What i f ? PSS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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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적합도 옵션/양식/결과물(S uita bility Option/ Forms/Outputs)
입지의 상대적 적합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기준을 세분
기준에 따라 입지적합도를 평가
분석결과 도표로 표현

① 입지적합도 옵션(Suitability Option)

<용어정의>
입지적합도 요인(Su itability Factors)
– 경사, 토양, 습지, 범람원, 경승지, 위험지역 등
요인별 가중치(Factor W eigh ts)
– 요인별 상호 중요도를 나타내는 변수(1-5, 예 : 경사=2, 토양=1)
– 특정토지용도별로 요인별 가중치가 다를 수 있음
요인별 기준(Factor Typ es)
– 5개로 분류(예 : 경사도 10%미만, 10-15 %, 15-20%, 20-25 %, 25 %
이상 등)
요인별 척도(Factor Ratin g)
– 특정 요인별 기준을 점수화한 것(1-5점)
입지적합도 점수(Su itability Score)
– 모든 요인이 고려된 특정지역(UAZ)별 입지적합도 점수
– 요인별 척도×요인별 가중치
토지용도변경(Lan d U se Con version )
– 개발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의 상황을 나타냄
– 예로서 현재 농경지역이 입지배분과정에서 장차 공업용도로 변
경되어도 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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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적합도 분석과정>
입지적합도 요인 설정(Id entifyin g Su itability Factors)
– 특정 토지용도별 입지적합도 요인 설정
– 토지 용도별로 서로 다른 요인이 설정될 수 있음(예로서, 고속
도로 IC로부터의 거리는 도소매, 사무실 용도의 입지요인으로는
중요하나, 단독주택지와는 별로 관계가 없음)
요인별 가중치 구분(Sp ecifyin g Factor W eigh ts)
– 각 요인별 특정용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매김
– 5단계로 구분 : 1(낮음)-5(높음)
요인별 척도 구분(Sp ecifyin g Fact or Ratin gs)
– 5-6개 척도로 구분
– 5(높음), 4 (다소높음), 3(중간), 2(다소낮음), 1(낮음), 0(제외/ 개발
배제지역)
입지적합도 점수산정(Com p u tin g Su itability Scores)
– 각 UAZ별로 가중치×요인별 척도를 합산해서 구함
– 입지적합성 도면을 작성하여 향후 입지배분 자료로 활용

② 입지적합도 양식(Suitability Form s)
<입지적합도 시나리오 선택 양식>
사용자가 입지적합도 정의 시나리오(Su itability D efin e Scen ario)
옵션을 선택하면 입지적합도 시나리오 선택 양식이 나타남
– dr op d ow n 메뉴방식
– D escrip tion box에 사용자가 선택한 시나리오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O K, Cop y, D elete, Can cel, H elp bu tton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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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적합성 시나리오 선택 양식>

<입지적합도 시나리오 가정 양식>
시나리오 선택 후 O K, Cop y bu tton을 누르면 입지적합도 시나
리오 가정 양식이 나타남
– 이 양식에서 주요 토지용도별로 입지적합도 분석에 활용할 요
인 설정, 가중치부여, 척도 등을 설정함
– 고려요인, 요인별 가중치, 요인별 척도, 용도변경 등의 t ab이 있
음
Text Boxes
– 토지이용과 관련한 dr op -d ow n t ext box가 있음 : 저밀 주거용
도 등
Com m an d Bu tton s
– Sav e All, Sav e Scen ario, Com p u te, Cancel, H elp bu tton이 있
음

<Tabbed Form s>
고려 요인 Sh eet (Factors Con sid ered Sh eet)
– 경사, 토양, 100년 홍수주기, 멸종위기 동식물 등 고려요인별로
선택된 당해 토지용도와의 관련성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음

<부록Ⅱ> 해외사례연구 169

<입지적합성 분석시 고려 요소 sheet >

요인별 가중치 Sh eet (Factor W eigh ts Sh eet)
– 1-5까지 고려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음

<입지적합성 요소 가중치 sheet >

170

요인별 척도 Sh eet (Factor Ratin gs Sh eet)
– 0～5까지 요인내 척도를 구분하여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음

<입지적합성 요소 척도구분 sheet >

용도변경 Sh eet (Conv er sion Sh eet)
–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됨

<토지이용 용도변경 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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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지적합도 분석 결과물(Suitability Outputs)
입지적합도 분석도(Su it ability An alysis M ap )
– 높음, 약간 높음, 중간, 약간 낮음, 낮음, 부적합, 미고려
– 색상을 지정/ 변경한 후 ren d er m ap bu tt on 을 누름
(z oom in, zoom ou t, p an bu tton)

<입지적합성 분석 도면>

입지적합도 분석 보고서(Su itability An aly sis Rep ort)
–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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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적합성 분석 보고서>

입지적합도 분석 가정 보고서(Su itability An alysis A ssu m p tion
Rep ort)
– 입지적합도 분석을 위한 여러 가정들을 표로 제시

<입지적합성 분석 가정 보고서>

<부록Ⅱ> 해외사례연구 173

(2) 성장관련 옵션/양식/결과물(Growth Option/ Forms/Outputs)

① 성장관련 옵션(Growth Option)
5개 주요용도(주거, 공업, 상업, 보전, 지역특수 용도)에 대한 장
래 토지수요 예측
주거용도 수요예측
– 대상지가 포함된 광역지역의 총가구수를 5～10년 단위 목표년
도별로 추계
– 대상지에 거주할 가구비율을 가정하여 대상지내 가구수 추계
– 공가율(v acan cy), 감실률(lose rate)을 감안하여 주택유형별(대규
모 저택, 다세대주택) 신규주택호수를 추계
– 신규주택용지 수요는 추계된 유형별 주택수에 공공용지율, 용적
률 등 주거밀도를 적용하여 산정
지역산업(공업, 상업 등)용지 수요예측
– 각 산업별 고용인구 예측
– 각 토지용도별 고용밀도(단위 에이커당 고용인구 수) 가정
– 용도별 신규 산업용지수요 = (예측된 고용인구-기존고용인구)×
산업별 고용밀도
보전용도 수요예측
– 농경지, 삼림, 오픈스페이스 등 보전용도 토지수요를 적정면적
또는 비율로 추정
지역특수용도 수요예측
– 공원, 유원지, 지방산업용지, 공공/ 준공공용지 등
– 각 용도별 인구 천명당 소요면적기준 등을 산출해서 소요면적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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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장관련 양식(Growth Form s)

<성장 시나리오 선택 양식>
입지적합도 분석 양식의 시나리오 선택양식과 동일

<성장 가정 양식>
주거지역 Sh eet (Resid ential Sh eet)
– 가구수와 주택수 추계를 위한 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구수 sh eet에 연도별 광역지역 가구수 추계치와 대상지의 가
구점유비율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 주택수 sh eet에 주택유형별(농촌주거, 교외단독, 단독중밀, 다세
대 등) 구성비, 주택밀도, 주택규모, 공실률 등을 입력하도록 되
어있음

<그림 2- 10> 주거용지 가구수 가정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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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지 주택수 가정 sheet >

공업/ 상업지역 Sh eet (In du strial/ Com m ercial Sh eet)
– 공업/ 상업 등 각 산업별로 최대 5개 용도까지 세분가능(공업 :
경공업, R&D, 중공업 등, 상업 : 지역도소매업, 업무, 혼합용도
등)
– 각 산업별 고용밀도(에이커당 고용인구수)와 산업별 고용자수
추계치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이 둘을 곱하여 용도별 소요면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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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가정 sheet >

보전지역 Sh eet (Preservation Sh eet)
– 농업용지, 오픈스페이스 등 보존용지(5개까지)의 각 목표년도별
비율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보존용지 가정 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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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수용도지역 Sh eet (Local Sh eet)
– 공원, 유원지, 지방특화도소매(쇼핑몰 등), 공공/ 준공공용지 등
5개까지의 지역특수용도에 대해 용도별 인구 천명당 기준과 총
인구를 곱해 추계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지역 특수용도지역 가정 sheet >

③ 성장관련 결과물(Grow th Outputs)
성장 추계치의 결과를 성장분석 결과 보고서(grow th an alysis
resu lt

rep ort)와

성장분석

가정

보고서(grow th

assu m p tion rep ort)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함

an 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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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예측 분석 결과 보고서>

(3) 입지배분 옵션/양식/결과물(Allocation Option/ Forms/Outputs)
① 입지배분 옵션(Allocation Option)
"w h at if PSS"는 사용자가 선택한(u ser-selected ) 장래 성장 시나
리오에 의해 추계된 토지이용 수요를 사용자가 선택한 입지적합
도 시나리오의 가정 등에 의해 정의된 상대적 입지적합도를 기
본으로 서로 다른 입지에 배분함으로써 미래의 토지이용패턴을
예측함
이러한 장래토지수요 배분은 역시 사용자가 선택한 토지이용규
제(토지이용계획이나 조닝규제)와 기반시설계획 등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토지수요 배분과정>
위에서 언급한 대로 "w h at if PSS"는 각 예측년도의 용도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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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요를 상대적 입지적합도를 기초로하여 서로다른 입지에 배
분함으로써 장래 토지이용패턴을 예측함
– 예를 들어 주거용도는 가장 적합한 부지에 우선 배분된 후 순
차적으로 두번째로 적합한 부지에 배분되며, 이러한 과정은 예
측된 주거용도 수요가 모두 배분될 때까지 계속됨
– 만약 토지수요에 비해 가용토지가 부족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알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입지적합도, 성장, 배
분 시나리오의 가정들을 수정해야 함
– 예측된 토지용도수요는 이전에 정의된 성장시나리오로부터 도
출되며, 다른 입지에 대한 입지적합도는 이전에 정의된 입지적
합도 시나리오의 가정들에 의해 결정됨
– 예측된 수요가 충족되는 순서(어느 토지용도 수요가 먼저 배분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세분한 배분순서에 의해 결
정됨
"w h at if PSS" 배분과정은 주간선도로의 건설이나 상하수도 확
충계획 등 대상지역내 기반시설계획 등 여건변화와 조화되도록
설계되어져 있음
– 입지배분을 위해 먼저 사용자는 각 추계년도별 상하수도계획과
이로 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세분해야
하며, 다음으로 특정 기반시설과 인접해야 하는 용도를 세분해
야 함
– 예를 들어, 고밀도 주거용지는 급배수시설을 필요로 하지만 농
경지나 공원/ 휴양지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지역(광역) 소매 아웃렛은 interstate IC나 주요교차
점에, 지방 소매업은 주간선도로 근처에 입지해야 한다고 가정
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용도는 이들과 가까울 필요가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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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마찬가지로 "w h at if PSS"는 (예측된 토지용도수요가 토지이용
계획상 허용되거나 계획된 지역에만 배분되도록) 토지이용규제
와 조화될 수 있게 되어있음
– 예를 들어, 공업용도 수요는 공업용도로 계획, 조닝된 지역에만
배분될 수 있음

② 입지배분 양식(Allocation Form s)
<배분 시나리오 선택 양식>
입지적합도 분석양식의 시나리오 선택양식과 동일 : com p act
allocation

<배분 시나리오 선택 양식>

<배분 시나리오 가정 양식>
입지배분 우선순위 Sh eet (Allocation Priority Sh eet)
– 우선 배분되어야 할 토지용도 수요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
어있음
– 예로든 화면에서는 오픈스페이스/ 환경보호 용도를 가장 먼저,
농경지를 그 다음으로 배분하도록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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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배분되어야 할 토지용도를 원하는 위치에 d rag하면 됨

<배분 시나리오 가정 양식>

기반시설 Sh eet (Infr astru ctu re Sh eet : tw o tabbed sh eets)
– 기반시설계획 sh eet (infrastru ctu re p lan sh eet) : 배분과정에 지
침이 될 기반시설계획을 나타내는 화면. 예에서는 상수도, 하수
도, 단계별 도로 및 교차로계획 등이 반영되도록 되어있음. 기반
시설계획이 표시되지 않으면 이와 무관하게 배분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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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계획 sheet >

– 필요 기반시설 sh eet (infrastru ctu r e requ ired sh eet) : 용도별로
기반시설이 필요하거나 인접해야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
어있는 화면. 예에서는 모든 주거용도는 상하수도를 필요로 하
고, 사무실이나 근린소매는 주간선도로 근처에 위치해야하며, 지
역(광역) 소매는 주요교차점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토지이용 규제 Sh eet (Lan d U se Control Sh eet)
– 이전에 정의된 토지이용계획이나 조닝조례(장래 성장/ 토지수요
의 입지를 규제하기 위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③ 입지배분 결과물(Allocation Outputs)
입지배분도(Allocation M ap )
– 입지배분 시나리오 도면 옵션(allocation view scen ario m ap
op tion )을 사용하여 토지용도 수요의 연도별 배분결과를 도면상
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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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는 p u ll d ow n m enu 방식임. 용도별 색깔은 지정되어 있으
나 바꿀 수도 있음
– 레이어 bu tton을 이용하여 추가로 도면 속성을 볼 수 있음
(fill=p olygon 기존 토지이용이나 도시경계 등, lin e=도로, 하천
등)
– 기타 : ren d er m ap , stan d ard inform ation , m ap extent, zoom
in / ou t, p an bu tton 등

<배분 결과 도면>

입지배분 보고서(Allocation Rep ort)
– 배분 결과를 표로 나타냄. 용도별/ 년도별 토지배분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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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결과표>

④ 모델 결과물의 조정(Adju sting the Model Outputs)
만약 추계된 토지수요가 가용토지를 초과하게 될 경우

토지부

족 으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남. 이 경우 사용자는 입지적합도
시나리오 가정을 바꾸어 더 적합한 토지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성장 시나리오 가정을 바꾸어 토지수요를 줄이거나 배분 시나리
오 가정을 바꾸거나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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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RPHEUS
1) 개요
GIS는 토지이용계획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요측면에서
활용되어짐
– 일반 목적 자료의 유지관리(th e m aint en an ce of gen eral-p u rp ose
d ata)
– 이들 자료로부터 특별목적 정보의 추출(th e gen eration

of

sp ecial-p u rp ose inform ation from su ch d ata)
–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정보의 활용(th e u tiliz ation of su ch
in form ation in d ecision-m akin g contexts)
이들 중 세번째 측면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활용은 아직 보조
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토지이용배분 등은 아직도 손
으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 연구는 환경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기 위한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Prim e Com p u ter Inc.에
서 후원한 O RPH EUS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서, 토지이용배분
에 있어 G I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이를 위해
Illin ois주의 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용도의 부지개발계획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해 봄

2) 참여기관
1987년 Prim e 컴퓨터사의 본사(N atick, MA)에서 몇일간의 워크
샵을 거쳐 이루어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다수 포함(Prim e사 전문가, H arv ard 대
교수, Illin ois주 관계공무원, Kan e 카운티 계획위원회 전문가,
ESRI 전문가, ERDAS 전문가, 기타 컴퓨터업체 전문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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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사례

(1) 대상지역
연구 대상지역은 시카고 서쪽 약50마일 지점에 위치한 약 36평
방마일(약 93.6평방킬로/ 약 2,800만평)
– Au r or a (인구 81,000명), St .Ch arles (18,000명), D eKalb (33,000명),
Batavia (13,000명), Gen ev a (10,000명) 등의 시를 포함한 소도시
와 농경지로 특징지워지는 지역임
– 지형은 대체로 평탄하고 토양은 주로 균질한 빙하기 점토로 구
성되어 있음
– 가장 큰 지형적 특징은 봄철에 많은 강우와 이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는 Fox Riv er 주변지역이며, 일부 수목집락군이 가로막는
지역 이외에는 대체로 탁 트인 부지임
대상지는 시카고 교외 주변부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개발압력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역이며,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주택건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경공업과 사무실용도를
위한 공간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대상지내 대부분
의 농촌촌락들이 h igh-t ech com m u nity로 점진적으로 변모하고
있음

(2) 프로그램
16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토지용도를 설정
– 제조업, 농업, 임업, 주택, 채석장, 사무실, 소매업, 보존, 도시휴
양, 농촌휴양, lan d fills, 유수지, 도로, 묘지, 종교시설, R&D 용
도 등
가상의 high-tech 회사(제재소, 채석장의 잔여물을 활용하는 제
조업체)가 입지를 구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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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도시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7,500-15,000명 규모의 도시에
새로운 R&D시설의 입지 물색
– 새로운 시설의 고용은 1,500명이고 이들 중 대다수는 외지로부
터 고용된 전문가들임

(3) 소프트웨어
7종의 서로 다는 소프트웨어가 O RP H EUS 프로젝트에 사용되었
고 이들 중 3가지가 토지이용배분을 위해 활용됨
– ESRI사의 A RC/ IN FO가 cartograp hic m od elin g을 위해,
– ERDAS사의 영사처리 시스템이 위성자료를 분석하고 토지이용
변화의 일시적 분석을 위해,
– Dyn am ic Gr ap h ics사의 ISM (Int er activ e Su rface M od elin g) 패키
지가 지표면 하부물질의 분석과 토공계산, 지질시각화 등을 위
해 활용됨

(4)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9955 M od el Ⅱ Prim e m inicom p u ter, GOULD FD
5000 im age p rocessor, 8대의 Tektronix w ork station
기타 주변기기로 CALCO MP 9100 d igitiz er, CALCO MP 1041
p en p lotter, 5735 CALCOM P electrostatic p lotter, Tektroniz
4692 등
4) 사례분석과정
기술적 요인(D escrip tive Com p on en t)
– 서로 다른 부지조건을 그들의 상대적인 토지이용입지의 측면에
서 특성화하기 위한 것(토지용도별 입지조건에 대해 부지조건간
상대적인 적합성의 측면에서 특성화)

188

규범적 요인(Prescrip tiv e Com p on ent)
– 기술적 입지 적합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규범화하
기 위한 것

(1) 기술적 모델링(De scriptive mode ling)
각

토지용도별

입지적합성을

나타내기

위해

부지기준(site

criteria)과 상황기준(situ ation criteria)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도
출했음
– 부지기준(site crit eria) : 제안/ 계획 토지용도와 기존 대상지의
특성간의 관계를 말함(지형, 토양특성, 수문, 행정구역경계, 기존
토지용도와의 인접성 등)
– 상황기준(situ ation criteria) : 제안/ 계획 토지용도와 다른 제안/
계획 토지용도 간의 관계를 말함(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무공원
(office p ark)과의 접근성, 계획 주택개발지로부터의 전망 등)
site criteria를 다루기 위해서 계획 토지용도별로 상대적 부지적
합성 도면이 작성되어야 함
– 각 도면에는 대상지역내 모든 입지에 대해 수치로써 적합도 점
수가 매겨짐
– 이들 점수는 입지 요구조건에 친숙한 개개인에 의해 세분된 원
칙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부지특성으로부터 도출됨
– 평가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들 개개인들에 설문조사를 실시
하며, 이를 통해 개인들은 개발비용, 환경영향, 효율적 토지이용
의 측면에서 무엇이, 어떻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됨
– 설문의 응답결과는 토의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각 토지이용의
입지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원칙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줌
– 이러한 원칙들이 도면화 가능한 요인들로 변환되어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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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도면으로 재구성됨
부지기준(site crit eria)과 달리 상황기준(situ ation criteria)는 초기
에는 적합성 도면의 형태로 표시할 수 없음
– 제안/ 계획단계로서 아직 입지하지 않은 토지용도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토지이용 배분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나
도면화 할 수 있음
– 설문조사를 통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계획토지용도간 최
소 또는 최대 거리(인접성) 등 원칙을 도출하고 이에 의거해서
도면을 구축할 수 있음

(2) 규범적 모델링(Pre s criptive mode ling)
부지 입지적합도면(site su itability m ap )과 상황 규칙(situ ation
ru les)가 마련된 다음에, 기술적 표현들을 규범적 형태로 변환시
켜야 함
–

이를

위한

일반적

과정은

an alogou s를

수학적

최적화

(m ath em atical op tim ization)으로, 대수방정식을 각 독립변수로
바꿔주는 것임
– 그러나 이 경우 여러 토지용도 각각에 대한 부지 및 상황 적합
성을 최대화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란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닌데, 이는 결정 변수/ 요인간 풀기 어려운 상충점이 발생하거
나 이들 변수/ 요인간 상호작용이 빈번하기 때문임
– 특히, 배분된 용도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관계처럼 복
잡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규범적 모델(p rescrip tiv e m od el)에서
는 각 계획 토지용도를 독립적으로 입지시켜서, 부지 조건과의
반응여부를 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함
– 각 토지용도별 부지 적합성 도면과의 부합여부만을 살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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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적합성 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모든 지역이 일단 후
보지/ 예정지로 선별되며, 통상 최종적으로 필요한 부지보다 더
많은 부지가 선별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함
이러한 의도적인 토지용도 배분과정에서는 배분된 한 용도와
다른 용도간의 관련성은 고려하지 않음. 따라서 둘 이상의 용도
가 같은 위치에 배분될 수도 있음.
이러한 예비적인 입지배분 결정은 잠정적인 것이며, 이를 출발
점으로 반복적인 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잠정적인 토지용도 입지의 거리를 계산함
– 각 토지용도별로 이미 마련된 상황기준(situ ation criteria)에 의
거하여 이들 거리가 최소/ 최대 인접성 제약요인의 도면으로 변
환됨
– 이 도면이 기존의 부지 적합성 도면과 종합되어져 부지(site)와
상황(situ ation)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적합성 도면이 도출됨
– 새로이 만들어진 적합성 도면이 새로운 일련의 잠정적 입지배
분을 위해 활용되어짐
자기 마음에 드는 좌석 찾아가기 과정
– 조명을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좌석을 바꾸어
앉기를 반복해서 모든 사람이 상당히 만족할 때까지 시행해도
최적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은 완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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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결과

(1) 토지용도 배분과정

문제정의/목표설정

대상지 현황조사
경제분석 모델

la nd use s iting 기준설정
기준 세련화

data base 개발
최소규모요구조
건 결정
입지적합 분석도 작성

토지용도별
입지배분

토지용도간
상관관계 분석
적합도 가중치 조정/부여

sche matic des ign 작성
des ign 세련화

<토지이용 배분 과정>

부지 토지이용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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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은 총 13단계로 진행
문제 정의
–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
– 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침
대상지 현황조사
부지 및 상황 기준(site an d situ ation criteria) 정의
– 연구팀의 각 팀원에게 설문조사 실시
– 각 토지용도별 부지 및 상황(site an d situ ation) 기준들을 개발
비용, 환경에 대한 영향,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
부(효율적 토지이용) 등의 관점에서 답변하도록 함
–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응답들은 R&D시설의 개발비용
과 관련해서는 상당수준의 평탄지역으로 토양과 암반사이가 어
느 정도 있어야 하며 기존 시설/ 설비와 접근성이 좋아야 함
– 환경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R&D 시설은 습지,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 조류나 포유류 등 동물의 통행길목 주변과 또한
급경사지, 범람지역, 자연보전지역, 역사환경보전지역, 경관노출
지역 등에 입지해서는 안됨
– 기능과 관련해서는 접근성, 배수, 적정주차공간 확보 등이 양호
해야 하고, 노동력, 소매점, 채석장과는 가깝고, 주거지역과는 멀
리 떨어져 있어야 함
– 이러한 응답들은 팀 전체회의에서 토의의 기초가 되고 이러한
토의를 거쳐 기준들을 다듬어서 토지용도별로 일련의 기준으로
발전시킴
부지 기준들을 만든 후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이 시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임
– A RC/ IN FO , 위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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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용도별 입지적합성 분석도면 작성(site criteria 관련)
– 부지 기준으로 이와 잘 부합되는지 여부를 0-100까지 순위를 두
어 매김
– 각 기준(의 요인)별로 30여종의 중간 도면을 만들고 이를 중첩
시켜서 종합적지분석도면 작성(다음 점수를 더해서 산출)
– 10점 : 공항으로부터 8m ile 내
10점 : 고속도로로부터 1.5m ile내, 철도/ 전철로부터 1m ile내
10점 : 1,000명 미만인구 도시가 4,000 feet내, 1,000～2,500명 도
시가 8,000 feet내, 100,000만 이상도시가 32,000 feet내에 있는
경우
– 20점 : 산림
– 25점 : 주거, 혼합도시, 도시지역, 전철이 지나갈 경우
– 40점 :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 45점 : 초지, 과수원, 농경지 등
– 50점 : 산업복합단지, 공지
– 묘지, 역사환경보전지역, 유적지 등 보전지역은 고려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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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시설을 위한 초기 입지적합도 분석 도면>

부지 최소규모 요구조건 설정
– 경제예측모델을 활용
– R&D 시설을 위해 최소 25에이커(약 10만제곱미터/ 3만평)의 부
지면적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됨
계획 토지용도간 관계분석 기준 설정(situ ation criteria 관련)
– R&D 시설의 경우, 계획 사무용건물로부터 200 feet내, 신설도로
로부터 300 feet내, 위락시설로부터 200 feet내, 농경지로부터
1,200 feet내, 주택예정지로부터 800 feet밖, 신설 소매점으로부터
500 feet밖, 매립예정지로부터 1,600 feet 밖 등
– 이들 기준들은 아직 도면화될 수는 없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형태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향후 도면화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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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실제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시작되
는 것임
– 입지적합도 분석도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 지역을 우선 추
출한 후 이 과정을 최소면적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반복. 이러한
작업결과 각 토지용도별로 site criteria를 가장 잘 충족시킨 16
개의 도면이 도출됨
– 상황 기준과 관련해서, 대상부지 주변에 d istance z on es를 나타
내는 도면 작성하고, 기 설정한 토지용도간 관계분석 기준을 근
거로 토지용도간 상호 인접성을 점수화하여 부지 기준으로만 작
성된 이전의 입지적합도 순위를 재조정함

<상호 인접성에 근거한 R&D 시설을 위한 입지적합도 분석도면>

적정입지 선정
– 재조정된 입지적합도 도면을 활용하여 토지용도 배분과정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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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터 몇차례 재반복하면 부지 및 상황기준이 적절히 반영되어
좀더 나은 입지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반복되는 과정 중에 기
준들을 재조정할 수도 있음)
– 몇차례 반복과정을 거쳐, 용도간 상충이 해소되어 모든 토지용
도가 적절히 만족할 수 있는 토지용도 배분이 이루어지고 이를
종합하여 토지이용 계획안을 작성함
후속작업으로 좀더 정밀한 규모에서 토지용도 배분과정을 반복
하여 3개의 R&D 대상지와 2개 주택후보지를 선정함
6) 결론
ration al, n onration al한 결정이 점진적인 과정속에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진행되어 감으로써) 상호 통합될 수 있는
수단을 보여준 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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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tive Response GIS
: An Architecture for Interactive Resource Modeling
1) 개요

(1) 서
Activ e Resp on se G IS(A R/ G IS)는 n on-t echnical (컴퓨터 혹은 G IS
에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로 하여금 토지이용 시나리오를 구상
하고, 그러한 시나리오를 지역적인 목적과 제약요소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가능케하는 협력적(collaborativ e) 자원 모델링 시
스템
A R/ G IS는 고려되어지는 옵션의 영역과 각각의 옵션들의 영향
평가, 각각의 접근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근거 추적, 실행을 위한
지리적 청사진을 제공하는데 있어 자원 관리자를 지원하는 검증
된 시스템임
A R/ G IS 시스템은 객체지향 설계방식을 통해 개발
– 단일 모드 및 협력적 계획 워크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환경
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
– 자원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 단지개선, 공공참여와 관련된 프
로젝트들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어옴

(2) 개관
시스템 개발 : A R/ GIS는 기본적으로 ESRI사의 ArcView 를 이
용하였으며, 토지이용과 협력적 자원 모델링에 적합한 ArcView
에 좀 더 향상된 기능을 추가한 것임
향상된 성능
– 설계 구상과 그 영향 평가간의 효율적인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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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상에서 자원관리계획의 구상
– 개개 구상 특성(featu r e)에 대한 속성 자동계산
– 개개 구상 특성을 검토하는 자동적 제한요소 수용(con str aint
com p liance)
– 속성 계산식과 제약 목표값(con strain t t arget v alu e)의 사용자
변경
– 전체 설계 시나리오의 on e-stop 저장 및 수정
– 지리(혹은 토지) 관련 경험적 모델과의 상대적 연계
– 사용자 수준 선택가능
– 그래픽과 텍스트를 이용한 자동적 보고서 작성
– 지역 네트워크 상에서 협력적 계획을 위한 공간적 집단 협상
도구

(3) 협력적 자원 모델링의 구조
세가지 주요 기능적 구성요소
– 대화식(interactiv e) 시나리오 설계
– 영향 평가
– 집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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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구상과 영향평가간의 효율적인 반복과정>

– 위 그림은 A R/ GIS의 시나리오 개발과 영향 평가의 기능적 성
능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 분할된 화면은 설계 구상과 영향
평가간의 효율적인 반복을 지원함

① 대화식 시나리오 설계(Interactive Scenario Design)
지역적 데이터 셋과 관련 문서의 검토
– A R/ G IS Exp lore t ool : 토지이용 시나리오를 구축하면서 문서
의 수정 및 데이터 레이어 검토 가능(그림2-24, 항목1)
– 사용자들은 토지이용이나 사회경제적 GIS 레이어, 교통망, 항공
사진, CAD 디자인과 같은 적절한 설계 배경(backd rop )을 선택
할 수 있음
– zoom , p an과 같은 대화식 측정기법 제공 : 세부사항 파악

200

– 공간관련 h ot-link 가능 : 특정 지역의 이미지나 정책문서의 신
속한 수정 용이
– 사용자 수준 변경 : 초보자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까지 다
양한 사용자 지원
설계 범주
– 시나리오 설계범주 : 주거, 상업, 공업, 농업, 나대지, 공공용지,
편익시설, 도로 등으로 구성(그림2-24, 항목2)
– 각각의 설계 범주들은 A R/ GIS 범례 항목으로 표현되며, 범주들
은 점, 선, 면의 형태로 표현
– 설계 범주들은 특정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셋, 목적에 따라 달
라짐
시나리오 설계
– 지리적 파레트(geograp hical p alette) 제공(그림2-24, 항목3)
– 사용자는 어떤 토지이용 범주에 대한 도형이나 영역을 스케치
하거나, 복사, 붙이기, 끌기, 크기조절 및 편집 등을 실행할 수
있음
– 또한 토지이용 설계가 진행되거나 변화함에 따라, 설계 요소와
관련된 전략이나 가정들을 문서화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것들
은 후에 의사결정의 정당화나 공적 심사를 위한 증빙자료가 되
기도 함
설계 구성요소 속성
– 각각의 설계 범주는 테이블 형식으로 일련의 속성을 수반(그림
2-24, 항목4)
– 예를 들어 상업구역의 경우 피고용자, 면적, 예상 에너지 소비
량과 같은 속성 수반가능
– 설계 구성요소들이 사용자들에 의해 창조되거나 편집되면서 그
에 따른 속성들도 자동으로 갱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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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그러한 속성들(예, 월별 일정 면적의 상업부지의 에너
지

소비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전환요소들(conv ersion

factors)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변
화요소들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음
제한요소 수용 검토
– 제한요소들의 데이터베이스화 : 정책이나, 문화적 선호, 지역적
규제, 혹은 목표 성장 지역과 같은 미리 정해진 제한요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통합·관리
– 만약 사용자가 설계 시나리오를 진행시키면서 제한요소를 바꾸
려한다면, 그들은 잠재적 상충이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됨 (그림
2-24, 항목5)
– 제한요소 검토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간단한 제한요소들은 사용자들에 의해 수정될 수도 있으며, 좀
더 복잡한 법칙들의 창출 및 수정 가능

② 영향 평가
영향 범위 설정
– 영향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의 범위 설정 : 특성, 구역, 설계 범
주, 임의의 경계 선택(그림2-24, 항목6)
– 범위설정은 사용자들이 전체 지역계획을 평가하고, 각 소구역
(구획 혹은 근린주구)간의 영향을 비교하며, 어떤 특정 설계 범
주에 대한 점수표를 만들 수 있게 해줌
평가 범주
– 평가 범주는 지역 계획 구역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며, 각각의 평
가범주는 설계 시나리오의 실행가능성과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많은 평가 모델들을 둘러싸고 있음(그림2-24, 항목7)
– 평가 범주의 예 : 물, 대기의 질, 주택, 경제적 발전, 교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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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가능한 영향 평가모델
– A R/ GIS 평가 모델은 설계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메카니즘을 제
공하며, 각각의 평가 모델은 주어진 평가 범주와 결부된 하나의
목적을 나타냄
– 예를 들어 기존 하부구조의 이용을 극대화하며, 지역 교통 비용
을 최소화하고 직주를 연결시키는 대중교통 수단을 장려하는 것
은 교통 평가 범주와 연결된 목적들임
– 사용자는 각각의 목적을 위한 목표를 확립할 수 있으며, 그 후
에 설계 시나리오는 그 목적들과 관련 목표들에 따라 구축되거
나 평가되어짐
– 평가방법 선택 창(Evalu ation Selection w in d ow ) : 계획 속성과
평가 모델의 선택(그림2-24, 항목8)
– 사용자는 평가 범주 원(A ssessm ent Category circle)을 선택하거
나 특정 평가 모델 원(sp ecific evalu ation m od el circle)을 선택
함으로써, 다른 설계 속성들에 대한 영향을 검토할 수 있음
영향평가 결과 및 그래픽
– A R/ GIS는 각각의 영향 평가 결과를 화면상에 그래프나 시각화
하여 나타내며(그림 2-25), 뿐만 아니라 선택된 모든 평가에 대
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점수 카드로 보여주거나 사용자가 지
정한 목표와 부합되는지를 알려줌
– 다양한 결과물 출력 : 시나리오 설계와 분석 보고서를 플로팅,
그래픽, 데이터 레이어 등 다양한 결과물로 출력
– 그래픽 디자인 도구 제공 : 데이터 레이어, 이미지, 기호, 그래
픽, 설명구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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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GIS의 다양한 결과 출력 형태>

③ 집단 협상
참여적 대안 해결
– 집단 협상 수행을 위한 기능적 선택 모드 제공 : 자원 관리에
있어서 토지 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 계획 목적 정의, 지리적 대
안 작성, 위험성과 영향력 고려 등에 유용
집단 협상 기능의 3가지 가치
– 개인의 이해와 의사결정과정의 ow n ership 증대시키며,
– 모든 참여자의 의견과 판단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
– 집단 토론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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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GIS의 집단 협상 도구(t ool s )>

공간적 의견의 통합
– 기본적인 시스템 환경에 지리적인 틀(geograp h ic fram ew ork)을
추가함으로써 개인 입력 모드와 통합된 결과의 디스플레이를 위
한 다양한 형식(form at) 제공
– 집단 협상 도구는 수치적 su m m ary (그림 2-28)를 도식적으로 표
현하거나 분류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최선책이 어디에 위치하는
지 공간적인 su m m ary를 추정하고 표현하는데 이용되기도 함
– 마찬가지로 각각의 참여자는 <그림 2-25>에서 보여준 것과 같
은 시나리오 설계 도구를 이용하여 지리적 파렛트 상에 공간적
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영향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적
su m m ary나 혹은 중첩되는 참여자의 제안을 묘사하는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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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m m ary를 추정하는데 사용됨

<개개 입력사항 및 결과 통합 방법>

<수치적 통합 도구를 이용한 분석 결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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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통합 도구를 이용한 분석결과의 예>

A R/ G IS의 상호협력적 과정(A R/ GIS Collaborative Pr ocess)
– 특정 자원의 결정문제에 A R/ GIS를 적용하는 것은 체계화된 의
사결정 과정을 수반하며, A R/ GIS의 집단 협상 도구는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을 보완하도록 설계됨
A R/ G IS의 전형적인 계획 과정
<1단계 : 기준 확인>
◆ 브레인스토밍 목적
→ 결정할 사항은 무엇인가?
→ 결정할 사항은 어떤 형태인가? (부지 선정, 토지용도지정 등)
→ 제약요소는 무엇인가?

<2단계 : 기준 정의>
◆ 각각의 결정 목적에 대한 해설 작성
→ 영향받는 모든 부서가 동일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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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3자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의는 무엇인가?
◆ 각각의 목표나 제약사항에 대한 공간적 맥락 확립
→ 공간적인 관계는 독립적인가 종속적인가?
→ 목적의 정의와 평가를 지원하는 유용한 지리적 데이터가 존재
하는가?
→ 데이터가 유용하지 않다면 의사결정 당사자가 근사치에 동의
할 수 있는가?
◆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설계 특성 정의
◆ 시나리오 부합성 검토를 위한 제한 규칙 확립
◆ 필요한 부가적 데이터 레이어 통합

<3단계 : 기준 평가>
◆ 각각의 목적들에 대하여 제안 평가 방법 정의
◆ 평가 범주 확인
◆ 각각의 범주 내의 적절한 평가 모델 확립
→ 적절한 모델이 존재하는가?
→ 그 모델을 지원하는 유용한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 단일 모델로 정의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가?
→ 고려되어야 할 모델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가?
◆ 세부 속성들이 각각의 설계 요소들을 추정하는 방법과 평가
모델의 입력사항으로서 제공되어야 하는 방법 정의
◆ 모델의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 정의
→ 그래프?, 챠트?, 도면?
◆ 각각의 평가 모델에 대한 목표와 한계 정의

<4단계 : 각각의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 정의>
◆ 순위, 점수, 혹은 결정 목적 우선순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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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기준들에 대한 통합 점수 계산(집단 협상 모드)
◆ 통합 점수에 대한 검토 및 토의
→ 통합 값에 대하여 집단은 동의할 수 있는가?

<5단계 : 토지 계획 제안서의 작성과 평가>
◆ 유용한 정보의 검토(현재 토지이용 지정사항, 정책 문서 등)
◆ A R/ G IS 시나리오 설계 도구를 이용한 제안서 작성
→ 시나리오 구상
→ 제한사항 위반 경고에 대한 반응
→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목적들의 시나리오 평가
→ 영향 시각화
→ 제안서 편집 및 수정, 재평가
→ 전략과 가정을 문서화
◆ 집단 제안서의 공유, 통합, 평가(집단 협상 모드)
◆ 점수화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제안서 비교
◆ 제안서 재검토 및 반복

<6단계 : 계획 제안서 완성>
◆ 제안서에 대한 동의
◆ 제안 사항과 근거 완성
◆ 제안서 출력 및 기준 평가
◆ 실천 계획 작성

ABSTRACT

Th e Application of GIS to Land Use Planning Process

Eun Gw an Park, Byung N am Choi, Dae Jon g Kim

This stu dy starts from the recognition of the imp ortance of the
Land Use Planning as an effective tool for land d evelopm ent and
preservation . Becau se w e live under

the condition

of restricted

available land resources, w e should alw ays try to u se our land m ore
efficiently.
The m ain purp ose of this stu dy is to utilize GIS in land u se
planning process. Being prop erly utilized, GIS w ill serve as an
pow erful decision support system in providing better and reasonable
land u se plan .
This stu dy consists of 4 m ajor p arts.
In the first p art, w e scrutinize the problem s of current land u se
planning process with relation to the GIS. Bibliographical survey has
been done along with qu estionaire survey to the land u se planning
exp erts. Several problem s have been analyzed; the excessive w aste of
tim e and m oney in collecting the raw d ata; the lack of effective tools
for analyzing those hu ge and vast data; the difficulties to connect the
projected d em and for different land u ses w ith land u se allocation; the
difficulties to ad apt the site suitability conditions properly in land u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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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ion; and the u seless efforts in draw ing up and revising the land
u se plan, etc.
In the second p art, w e explore the p ossibilities of GIS application
for solving such problem s in land u se planning process. The functions
of GIS and the cases of GIS application have been exam ined . Several
possibilities have been extracted in accordance w ith each land u se
planning process; in the site analysis step, GIS will help to reduce
efforts for collecting data by utilizing the existing computerized data
such as digitalized m ap s and rem ote sensing d ata, and variou s tools
of GIS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preciseness of analysis
results; in the land u se dem and projection step, GIS can easily project
the dem and w hen it related with statistical m od el, and it can also
easily connect the projected dem and w ith land u se allocation; in the
land u se allocation step, GIS can su ggest variou s land u se allocation
alternatives w hich concern the land suitabilities, and it can easily
sim ulate the alternative when the suitability criteria change; and in the
land u se plan drawing step, GIS can m ake easy to draw up the plan
and revise it iteratively when it need ed .
In

the third

p art, w e execute case stu dy to exam ine those

possibilities in an area of Yong-In/ Dong-Baek Developm ent District .
The d atabases have been set up from variou s resources; digitalized
m aps, rem ote sensing d ata, and natural/ socio-economic statistical d ata,
etc. Variou s outputs like 3D, graphs have been analyzed based on
these databases to help the site m ore understandable. Given the
projected dem and for each land u ses, land suitability analysis has
been d one du e to the land u se suitability criteria by u sing overlay
function . The fast sim ul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of s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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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can help to evalu ate variou s alternatives easily. The conflicts
betw een the land u ses for suitable lands can be solved in a w ay of
hierarchical dominance. Thu s, a m ore refined alternative for land u se
allocation could be provid ed by utilizing variou s characteristics of GIS.
In the fourth and the last part, w e su ggest the effective w ays to
utilize GIS in land u se planning process. These inclu de the w ays to
build databases w hich combine variou s sp atial and statistical resources
and to develop application system s w hich contain variou s analysis
tools and output func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