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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조인 (Spatial Join) 

개요 

공간 관계를 기준으로 하나의 피처 속성을 다른 피처 속성과 조인합니다. 

 

설명 

 공간 조인은 상대적인 공간 위치를 바탕으로 조인 피처의 열을 대상 피처에 매칭합니다. 

 두개의 새로운 필드인 Join_Count(각 대상 피처—TARGET_FID—에 매칭되는 조인 피처의 

개수)와 TARGET_FID는 항상 결과 피처 클래스에 저장됩니다. 

 

매개변수 

 

 

매개변수 설명 데이터유형 

대상 피처 

(target_features) 

대상 피처의 속성과 조인된 피처의 속성은 결과 피

처 클래스로 이동. 세부 속성은 필드 맵 매개변수

에서 변경 가능. 

피처 레이어 

조인 피처 

(join_features) 

조인 피처의 속성은 대상 피처의 속성에 조인. 피처 레이어 

결과 피처 클래스 

(out_feature_class) 

대상 피처와 조인 피처의 속성을 포함하는 새 피처 

클래스. 조인된 피처와 대상 피처의 모든 속성은 

피처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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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값에 저장(기본설정). 필드 맵 매개변수에서 전

송될 속성을 선택 가능. 

조인 작업 

(Join_operation) 

(선택) 

복수의 조인 피처가 단일 대상 피처와 같은 공간 

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결과 피처 클래스에서 대

상 피처와 조인 피처가 조인 되는 방법 설정 

 일대일 조인: 복수의 조인 피처가 단일 대상 

피처와 같은 공간 관계가 있다면, 복수 조인 

피처의 속성은 필드 맵 병합 규칙을 사용 

해 조인. 예를 들어, 두개의 다른 폴리곤 

조인 피처 안의 하나의 포인트 대상 피처가 

있다면, 폴리곤 두개의 속성은 결과 포인트 

피처 클래스에 전송되기 전에 조인. 하나의 

폴리곤은 3, 다른 하나는 7이라는 속성값을 

갖는다면, 합계 병합 규칙을 사용해 10이 

결과 피처 클래스에 저장되는 것이 

기본설정. 

 일대다 조인: 복수 조인 피처가 단일 대상 

피처와 같은 공간 관계를 갖고 있다면, 결과 

피처 클래스는 여러 개의 대상 피처 

복사본을 포함. 예로, 두 개의 다른 폴리곤 

조인 피처 안의 단일 포인트 대상 피처가 

있다면, 결과 피처 클래스는 두개의 대상 

피처 복사본(각 폴리곤의 정보를 속성으로 

하는 두개의 복사본)을 생성 

문자열 

대상 피처 모두 유

지 

join_type(선택) 

대상 피처를 결과 피처 클래스에 모두 유지할지,  

조인 피처와 특정한 공간 관계가 있는 것들만 유지

할지를 결정 

 대상 피처 모두 유지: 모든 대상 피처가 

결과에 유지(기본설정). 

 KEEP_COMMON: 조인 피처와 특정한 공간 

관계가 있는 대상 피처만 결과 피처 

클래스에 생성. 예로, 포인트 피처 클래스가 

대상 피처로 세부 설정되고(매치 옵션 = 

“WITHIN”), 폴리곤 피처 클래스가 조인 

불린 



공간 조인 (Spatial Join)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 

 

 3 2019/12/03 

피처로 선택됐다면, 결과 피처 클래스는 

폴리곤 조인 피처 안의 대상 피처만 포함. 

조인 피처의 필드 

맵(field_mapping) 

(선택) 

어떤 속성 필드가 결과 피처 클래스를 제어할지 설

정. 초기 목록은 대상 피처와 조인 피처의 모든 필

드를 포함. 필드는 추가, 삭제, 이름과 속성 변경이 

가능. 대상 피처에서 선택된 필드는 그대로 전송되

나, 조인 피처에서 선택된 피처는 병합 규칙에 의

해 병합 가능. 필드 매핑 조작과 결과 필드에 입력 

필드 매핑하기를 참조. 여러 개의 필드 조합과 통

계적 조합을 설변경 가능. 

필드 매핑 

매치 옵션 

(match_option) 

(선택) 

열을 맞추는데 사용되는 기준을 설정 

 인터섹트: 조인 피처의 피처가 대상 피처와 

중첩할 때 매칭(기본설정). 검색 반경 

매개변수에서 거리를 설정. 

 3D 인터섹트: 조인 피처의 피처가 3D 

공간(x, y, z)에서 대상 피처와 중첩할 때 

매칭. 검색 반경 매개변수에서 거리를 설정.  

 거리 내에 있음: 조인 피처의 피처가 대상 

피처의 특정 거리 안에 있을 때 매칭. 검색 

반경 매개변수에서 거리를 설정.  

 거리 내에 있음(대권): 거리 내에 있음과 

평면 대신 측지 거리를 쓴다는 것만 빼고 

동일. 데이터가 대권을 다루거나, 좌표 

체계가 거리 계산에 적합하지 않을 때 사용. 

 거리 내에 있음(3D): 조인 피처의 피처가 

3D 공간에서 대상 피처의 특정 거리 안에 

있을 때 매칭. 검색 반경 매개변수에서 

거리를 설정. 

 포함함: 대상 피처가 조인 피처의 피처를 

포함하고있을 때 매칭. 대상 피처는 

폴리곤이나 폴리라인이어야 가능. 대상 

피처가 포인트가 될 수 없고, 대상 피처가 

문자열 

http://desktop.arcgis.com/en/arcmap/10.3/analyze/executing-tools/using-the-field-mapping-control.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10.3/analyze/python/mapping-field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10.3/analyze/python/mapping-field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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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곤일 때, 조인 피처는 폴리곤만 생성 

가능. 

 완전히 포함함: 대상 피처가 조인 피처의 

피처를 완전히 포함할 때 매칭. 폴리곤은 

모든 종류의 피처를 완전히 포함 가능. 

포인트는 포인트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피처도 완전히 포함 불가. 폴리라인은 

폴리라인과 포인트만 완전히 포함 가능. 

 포함함(CLEMENTINI): 완전히 포함함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모든 조인 피처가 

대상 피처의 경계 위에 있다면(안이나 밖에 

피처의 부분이 없을 경우) 피처가 매칭 

불가. Clementini 는 폴리곤의 경계를 선, 

선의 경계를 종점으로 구분. 포인트의 

경계는 항상 없음.  

 포함됨: 조인 피처 안에 대상 피처가 있을 

때 조인 피처의 피처가 매칭(포함함과 

반대). 이 옵션에서는 조인 피처가 폴리곤일 

때, 대상 피처는 폴리곤만 생성 가능. 

 완전히 포함됨: 조인 피처의 피처는 대상 

피처가 완전히 조인 피처에 포함될 때 

매칭(완전히 포함함과 반대). 

 포함됨(CLEMENTINI): 조인 피처 전체가 

대상 피처의 경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과가 포함됨과 동일. Clementini 는 

폴리곤의 경계는 선, 라인의 경계는 

종점으로 구분. 포인트의 경계는 항상 없음.  

 동일함: 조인 피처의 피처가 대상 피처와 

동일 할 때 매치. 조인과 대상 피처가 같은 

shape 유형일 경우에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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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겹침: 조인 피처의 피처가 대상 피처의 

경계와 맞닿아있을 때 매칭. 대상과 조인 

피처가 라인이나 폴리곤이면, 조인 피처의 

경계는 대상 피처의 경계에 닿을 수는 

있으나, 조인 피처의 어떠한 부분도 대상 

피처 교차 불가. 

 라인 세그먼트 공유: 조인 피처의 피처가 

대상 피처와 라인 세그먼트를 공유할 때 

매칭. 조인과 대상 피처는 라인 또는 

폴리곤. 

 윤곽선을 교차함: 조인 피처의 경계선이 

대상 피처를 지나갈 때 조인 피처의 피처가 

매칭. 조인과 대상 피처는 라인 또는 

폴리곤. 조인 피처나 대상 피처에 폴리곤이 

사용 됐다면, 폴리곤의 경계인 라인이 사용. 

라인 세그먼트를 공유하지않으면서 

포인트를 지나는 라인은 매칭. 

 중심점이 포함됨: 대상 피처의 중심을 

포함하는 조인 피처의 피처는 매칭. 

폴리곤과 멀티포인트는 지오메트리 

센트로이드를 사용, 라인의 경우엔 

지오메트리 중심점을 사용해 피처의 중심을 

생성. 검색 반경 매개변수를 사용해 거리를 

설정. 

 가장 가까움: 대상 피처에 가장 가까운 조인 

피처의 피처가 매칭. 검색 반경 매개변수를 

사용해 거리를 설정. 

 가장 가까움(대권): 평면이 아닌 측지 

거리를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가장 

가까움과 동일. 데이터가 대권을 다루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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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체계가 거리 계산에 적합하지 않을 때 

사용. 

검색 반경 

(선택) 

대상 피처의 거리 안에 있는 조인 피처는 공간 조

인에 사용. 탐색반경은 매치 옵션 중 인터섹트, 거

리 내에 있음, 거리 내에 있음(대권), 중심점이 포

함됨, 가장 가까움 또는 가장 가까움(대권)이 정해

져 있을 때만 유효. 탐색반경이 100m인 거리 내에 

있음 공간 관계는 대상 피처의 100m 안에서 조인. 

위에 언급된 세개의 거리 내에 있음 관계에서 탐색

반경의 값이 정해져있지 않을 경우 0 사용. 

Linear unit 

distance_field_name 

(선택) 
결과 피처 클래스에 추가될 필드 중 대상 피처와, 

그와 가장 가까운 조인 피처 간의 거리를 포함하는 

필드명. 이 옵션은 매치 옵션이 가장 가까움 또는

가장 가까움(대권)이 설정돼 있을 때만 유효. 탐색

반경 내에서 하나의 피처도 매칭되지 않았을 경우 

유효한 필드값은 -1. 필드명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

우 결과 피처 클래스에 필드 추가 불가. 

문자열 

 

라이선스 정보 

ArcGIS Pro Basic: 가능 

ArcGIS Pro Standard: 가능 

ArcGIS Pro Advanced: 가능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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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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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