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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테이블 생성(Generate Near Table) 

요약 

하나 이상의 피처 클래스 또는 레이어로부터 피처 간 거리 및 기타 인접 정보를 계산합

니다. 입력 데이터를 수정하는 니어(Near) 도구와 달리, Near 테이블 생성 도구는 결과를 

새 테이블로 만들고 둘 이상의 니어 피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ArcGIS Pro 도구 소개 – 니어(Near) 

지오프로세싱 도구에서 인접성이 계산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결과물 

 

 

 

설명 

결과 테이블에는 다음과 같은 필드가 생성됩니다. 

필드 이름 설명 

IN_FID 입력 피처의 ObjectID입니다. 

NEAR_FID 니어(Near) 피처의 ObjectID입니다. 

NEAR_DIST 

입력 피처에서 니어 피처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필드는 방법

(method) 매개 변수가 측지(GEODESIC)로 설정되고 입력이 지

리 좌표 체계일 때, 미터 단위가 됩니다. 

https://www.esrikr.com/self-service/arcgis-pro-%eb%8f%84%ea%b5%ac-%ec%86%8c%ea%b0%9c-%eb%8b%88%ec%96%b4-near/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analysis/how-near-analysis-work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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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_FC 

니어 피처가 포함된 피처 클래스에 대한 카탈로그 경로입니다. 

이 필드는 여러 개의 니어 피처가 설정되었을 때만 생성됩니

다. 

NEAR_RANK 

각각의 입력 피처에 대해 인접성을 기반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가장 가까운 피처는 NEAR_RANK값이 1이고, 두 번째는 2입니

다. 

 

위치, 각도 매개 변수를 체크로 설정하면 위치와 각도에 대한 정보가 결과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입력 및 출력 피처가 교차하면 다음 값이 결과 테이블에 기록됩니다. 

- NEAR_ANGLE 및 NEAR_DIST 0.0으로 설정됩니다. 

- FROM_X, FROM_Y가 NEAR_X, NEAR_Y와 동일하며 두 피처의 교차점 내 위치입니다. 

 

NEAR_DIST 필드의 값은 입력 피처 좌표 체계의 단위가 됩니다. 입력이 지리 좌표 체계

이고 방법(method) 매개 변수가 측지(GEODESIC)일 경우 NEAR_DIST 단위는 미터가 됩니

다. 

 

결과 테이블은 IN_FID를 사용하여 입력 피처에 조인하거나 NEAR_FID를 사용하여 니어 

피처에 다시 조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반지름을 지정하고 니어 피처가 발견되지 않으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 반지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처의 모든 피처가 니어 피처의 후보가 됩니다. 

 

동일한 피처 클래스 또는 레이어를 입력 및 니어 피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접성을 평가받는 입력 피처는 니어 피처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방법 매개변수를 평면(Planar)으로 설정할 경우, 입력 피처는 등거리 투영과 같이 거리 

측정에 적합한 투영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좌표체계에 대해 알아보기 

 

FROM_X, FROM_Y, NEAR_X, NEAR_Y의 위치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결과 테이블은 Make 

XY Event Layer 또는 XY To Line 도구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https://www.esrikr.com/self-service/arcgis-pro-spatial-reference-setting/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data-management/make-xy-event-layer.htm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data-management/make-xy-event-layer.htm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data-management/xy-to-lin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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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GenerateNearTable(in_features, near_features, out_table, {search_radius}, 

{location}, {angle}, {closest}, {closest_count}, {method}) 

매개변수 설명 데이터 종류 

입력 피처 

(in_features) 

포인트, 폴리라인, 폴리곤, 멀티 포인트  

데이터를 입력 
피처 레이어 

니어 피처 

(near_features) 

니어 피처 후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피처 클래스의 레이어  

니어 피처는 포인트, 폴리라인, 폴리곤, 멀티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  

혹은 피처 클래스가 지정되었을 경우 

NEAR_FC라는 필드가 입력 테이블에 추가 

피처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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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해당 피처 클래스의 경로가 저장이 됩

니다. 입력 피처와 니어 피처를 동일한 피처 

클래스나 레이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테이블 

(out_table) 
분석의 결과가 저장되는 결과 테이블 테이블 

검색 반경 

(search_radius) 

니어 피처를 찾을 반경 

값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니어 피처가 

후보가 됩니다. 값이 주어지고 단위가 설정

되지 않았을 경우, 입력 피처의 좌표 체계의 

단위가 사용됩니다. 방법(Method) 매개 변

수가 측지(Geodesic)로 설정되었을 경우,  

킬로미터나 미터와 같은 단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선형 단위 

(Linear Unit) 

위치 

(location) 

입력 피처의 X, Y좌표와 니어 피처의 가장 

가까운 X, Y좌표를 FROM_X, FROM_Y, 

NEAR_X, NEAR_Y 필드에 입력할지 설정 

- 체크 해제 : 위치가 결과 테이블에 입력 

되지 않음, 기본값 

- 체크 : 위치가 결과 테이블에 입력됨 

불린 

각도 

(angle) 

니어 각도를 계산하여 NEAR_ANGLE 필드에 

입력할 지 설정 

니어 각도는 입력 피처와 가장 가까운 니어 

피처를 연결하는 선의 방향을 측정합니다. 

방법 매개 변수에서 평면을 설정할 경우, 각

은 -180도에서 180가 되며 동쪽이 0도, 북

쪽이 90도, 서쪽이 180도(또는 -180도),  

남쪽이 -90도가 됩니다. 측지로 설정할 경

우, 각은 -180도에서 180도가 되며 북쪽이 

0도, 동쪽이 90도, 남쪽이 180도(또는 -180

도), 서쪽이 -90도가 됩니다. 

- 체크 해제 : 니어 각도가 결과 테이블에 

입력되지 않음, 기본값 

- 체크 : 니어 각도가 결과 테이블에 입력됨 

불린 



Near 테이블 생성(Generate Near Table)  한국에스리 기술지원팀 

 

 5 2021/03/12 

인접 피처만 찾기 

(closest) 

한 개의 가장 가까운 피처만 찾을지, 여러 

개의 피처를 찾을지 설정 

체크 : 결과 테이블에 가장 가까운 니어  

피처만 기록됨, 기본값 

체크 해제 : 여러 개의 니어 피처가 입력되

며, ‘근접하게 일치한 최대 수’ 매개 변수를 

설정하여 최대 값을 설정 

불린 

근접하게 일치한 

최대 수  

(closest_count) 

각 입력 피처에 대한 니어 피처들의 개수를 

제한 

‘인접 피처만 찾기’ 매개 변수가 체크되었을 

경우 이 매개 변수는 비활성화 됩니다. 

실수(Long) 

방법 

(method) 

최단 경로를 사용할 때 지구를 회전타원체

(geodesic)로 간주할지 평면(planar)으로  

간주할지를 결정 

거리 측정에 적합하지 않은 좌표 체계를 갖

는 데이터(Web Mercator 또는 지리 좌표 체

계) 또는 넓은 지역에 있는 데이터 셋을 사

용할 때 측지(geodesic)로 설정하는 것이 권

장됩니다. 

문자열(String) 

 

라이선스 정보 

ArcGIS Pro Basic: 가능 

ArcGIS Pro Standard: 가능 

ArcGIS Pro Advanced: 가능 

 

원문 링크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analysis/generate-near-

table.htm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analysis/generate-near-table.htm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analysis/generate-near-table.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