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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 (Buffer) 

요약 

입력 피처 주위의 특정한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 버퍼 폴리곤을 생성합니다. 

 

설명 

 메소드(Method)는 버퍼 도구를 사용할 때 버퍼의 생성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유클리드와 지오데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유클리드 버퍼는 데카르트 평면 위 두개의 점 사이의 직선거리 또는 유클리

드 거리를 계산합니다. 하나의 UTM 구간처럼 비교적 좁은 메소드 공간을 중

점으로 하는 투영 좌표계를 사용한 피처 주위의 거리를 분석 할 때 활용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쓰이는 버퍼 종류입니다. 

- 지오데식 버퍼는 실제 굴곡진 지구의 모양(지구 타원체, 지오이드)에 맞게 거

리를 측정합니다. 입력 피처가 분산 돼있을 때(여러 개의 UTM 구간, 넓은 지

역, 지구 전체를 다룸), 입력 피처의 맵 투영도가 다른 속성 등록정보(예: 넓

이)를 보존하기위해 거리를 왜곡할 때 쓰입니다.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mapping/properties/coordinate-systems-and-projection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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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매개변수 설명 데이터유형 

입력 피처(in_features) 버퍼가 적용될 입력 포인트, 라인, 폴리곤 

피처 
피처 레이어 

결과 피처 클래스 

(out_feature_class) 

결과 버퍼를 포함하는 피처 클래스 피처 클래스 

거리[값 또는 필드] 

(buffer_distance_or_field) 

버퍼 될 입력 피처 주위의 거리. 거리는 

선형 거리를 나타내는 값 또는 각 피처의 

버퍼 거리를 포함하는 입력 피처 필드로 

제공.  

Linear Unit 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입력 

피처의 공간 참조가 Linear Unit 으로 사용. 

버퍼 거리를 정할 때, Linear Unit 이 

“Decimal Degrees”처럼 두개의 단어일 경우, 

두 단어를 하나로 결합(예: 20 Decimal 

Degrees).  

Linear Unit 

또는 필드 

사이드 유형(line_side) 

(선택) 
버퍼될 입력피처의 측면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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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FULL)(기본설정): 라인 

피처에서 버퍼는 양쪽 라인에서 

생성. 폴리곤 입력 피처에선 

폴리곤 주변으로 입력 피처의 

면적을 포함하는 버퍼 생성. 

포인트 입력 피처에선 포인트 

주변으로 버퍼 생성. 

 왼쪽(LEFT): 라인 입력 피처에서 

버퍼가 라인의 위상적으로 왼쪽에 

생성. 이 선택은 폴리곤 입력 

피처에서 사용 불가.  

 오른쪽(RIGHT): 라인 입력 

피처에서 버퍼가 라인의 오른쪽에 

생성. 이 선택은 폴리곤 입력 

피처에서 사용불가.  

 버퍼에서 입력 폴리곤 

제외(OUTSIDE_ONLY): 폴리곤 

입력 피처에서 버퍼가 입력 

폴리곤의 밖에만 생성(입력 폴리곤 

안쪽 부분은 결과 버퍼에서 삭제). 

이 선택은 라인 입력 피처에서 

사용불가.  

라이선스: 이 매개변수는

Basic 는 Standard license에서 사용불가. 

끝 유형(line_end_type)(선택) 

입력 피처 라인의 끝 모양. 폴리곤 입력 

피처에서 사용불가 

 원형(ROUND): 버퍼의 끝이 

반원으로 둥근 모양 (기본설정)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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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FLAT): 버퍼의 끝이 

평평하거나 각진 모양 

라이선스: 이 매개변수는 Basic 는 Standard 

license 에서 사용불가 

디졸브 유형 

(dissolve_option) 

(선택) 

버퍼의 중첩을 제거하기위한 디졸브 

세부설정 

 디졸브 없음(NONE): 각 피처의 

개별 버퍼는 중첩에 상관없이 

유지(기본설정)  

 모든 결과 피처를 단일 피처로 

디졸브(ALL): 중첩을 제거하고 

모든 버퍼가 단일 피처로 디졸브  

 기재된 필드의 고유 값 또는 값 

조합을 사용하여 피처 

디졸브(LIST): 나열된 필드(입력 

피처에서 불러온)에서 속성값을 

공유하는 모든 버퍼가 디졸브 

문자열 

디졸브 필드(dissolve_field 

[dissolve_field,...]) 

(선택) 

결과 버퍼를 디졸브할 입력 피처의 필드 

목록. 나열된 필드(입력 피처에서 

불러온)에서 속성값을 공유하는 모든 버퍼 

디졸브. 

필드 

메소드 

(Method) 

(선택) 

평면, 지오데식 중 버퍼 생성에 사용할 

메소드를 선택 

 평면(PLANAR): 입력 피처가 투영 

좌표계에 있으면 유클리드 버퍼를 

생성, 지리좌표계에 있으면서 버퍼 

거리가 선형 유닛(미터, 피트 

등)이면 측지 버퍼가 생성되는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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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기본 설정. 사용할 좌표계를 

설정하기 위해 결과 좌표계 

환경설정을 사용가능. 예로, 입력 

피처가 투영 좌표계에 있을 때, 

측지 버퍼를 생성 하기 위해 

지리좌표체계로 환경설정 가능.  

 측지(GEODESIC): 모든 버퍼가 

좌표계에 상관없이 모양 보존 

 

라이선스 정보 

ArcGIS Pro Basic: 제한됨 

ArcGIS Pro Standard: 제한됨 

ArcGIS Pro Advanced: 가능 

 

원문 링크 

https://pro.arcgis.com/en/pro-app/tool-reference/analysis/buffer.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10.3/tools/environments/output-coordinate-system.htm
https://pro.arcgis.com/en/pro-app/tool-reference/analysis/buffer.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