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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제된 행위 유발 가능성을 활용하는 사용자 행동

시뮬레이션 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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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rchitectural design, the us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design task as well as

the standard for evaluating the value of the built environment after its construction. Recently, accidents,

such as fires and breakdowns, in huge and complicated buildings have increased the importance of user

behavior simul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establish a regulation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in the built environment. This is regarded as a significant step forward for providing a safer

and more appropriate environment for users. However, the existing technologies related to analyzing user

behavior only simulate simplified situations. Such simulations are not enough to evaluate accurately the

designed alternatives because buildings and spaces contain more complicated information than what we

have conventionally considered. Thus, we propose that the advanced agent can interact with the

architectural context. It can understand not only the physical situation but also how the users affect this

situation. In order to realize this, we adopted the concept of affordances as the perceived action possibilities

for the simul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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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가시화 분야에서 전산 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중요한 연구 주제로서 이는 관련

응용분야 발전에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로서 건축분야에서는 디자인된 설계 안을 컴퓨

터를 기반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가시화하는 것은 이

미 건축실무의 일반화된 디자인 과정으로 채택되고

있다. 왜냐하면 3차원적인 이미지로 향후 건축될 건

축공간에 대한 형상을 전달하는 것이 2차원적인 스

케치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 보다 건축주와 다른

협업 자들에게 건축가의 의도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기

술은 건축물의 성능을 시뮬레이션 하여 디자인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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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건축물

의 물리적인 형상을 통하여 만들어진 성능(공간, 빛,

열, 음, 에너지, 환경, 구조 등)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

라서 컴퓨터로 연산하고 가시화하는 것을 말한다. 최

근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같은 노력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공간은 다양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포

함하기 때문에 건축공간의 성능을 분석하고 평가하

기 위한 기술은 계속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

물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사용자와 사용

자의 행위에 대한 검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피난 동선 시뮬레이션과 같은 초보적인 기

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건축공간상에서 벌

어지는 복잡한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시뮬레

이션하기 때문에 결과의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

단된다.

본 연구는 건축적인 다양한 상황과 상호작용하는

고도화된 에이전트를 제안한다. 건축공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상황 및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의미를 이해

하고 이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 에이전트를 기반

으로 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일종의 적응형 NPC(Non-player Character) 기술에

일환으로 기존의 FSM(Finite State Machine)기술을

기반으로 한 NPC 주행을 보다 현실성 있도록 하기위

한 기반 데이터모델링 기술로 활용 될 수 있다[14].

본 연구는 연구자의 사전연구의 계속연구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사전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상황에

따른 공간정보의 잠재적인 정보의 데이터모델링 및

이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건축 공간 정보의 특징을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이를 데이터모델링하고 상황에 따른 공간

정보의 의미를 추론하고 이를 사람형태의 에이전트

가 행동결정을 위한 정보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기

술을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Norman(1999)

이 말한 Affordance의 내제된 행위유발 가능성

(Affordances as perceived action possibilities)에 대

한 정보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9]. 본 연구의 향후 사용자 행위 분석 시

스템에 활용될 정보모델과 추론기술을 제시하여 본

연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고도화된 사용자

시뮬레이션의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

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2. 연구의 배경

Wagner(1979)는 ‘건축물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사

용자 행동(activity)을 위한 환경(settings)을 디자인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계

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행위에 대한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

다.[13] 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축공간에서

사용자의 행위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건축물의 가

치를 결정하는 지배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가는 자신의 경험 또는 건축

법규를 기반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용

자의 행위에 대한 디자인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건축 디자인의 방법으로서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될 수 있으나 위급상황 및 특수한 경우를 고

려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화재 등과 같은 대형사

고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번 부호화된 건축법규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사

용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보다 효과적인 사용자 행위

에 대한 검토 및 예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사람의 형

상의 에이전트와 디지털화된 건축 공간에 대한 정보

를 이용하여 디자인된 공간이 향후 어떻게 사용되는

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컴퓨터를 기

반으로 디자인된 공간정보를 가상공간 화하여 이를

검토하는 기법으로서 건축물의 대형화 및 복잡화에

따라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1년 3월에 제정되고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고층 특별법에서는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이상)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으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

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건축허가 이전

에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의 증대에 따라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는 ‘교통약자

법’, ‘편의증진법’ 및 국토해양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의거한 것으로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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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임산부 등이 각종 시설물에 접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15].

3. 이론 및 사례 연구

3.1 건축공간정보의 사회성

건축공간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한다.

물리적인 건축물들이 만들어 내는 공간을 통하여 인

간의 행위가 규정되고 생활이 이루어진다. 건축 디자

인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열림(void)과 닫힘(solid)은

물리적인 형상 정보이면서 환기, 열, 음향 등의 다양

한 정보와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공간의 물리적

인 특성은 연관된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의미가 부여

된다. 또한 이러한 의미들이 사용자의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

은 물리공간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건축

공간은 형태적으로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조형물

과 같으나 건축공간의 본질은 조형물과는 완전히 다

르다. 조형물은 외관이 주는 심미적인 영향을 주된

목적으로 하나 건축물은 조형물이 만들어 내는 빈

공간에 주목한다. Kalay와 Marx(2001)는 건축물의

디자인은 장소 만들기(Place-making)의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건축물을 설계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형

상 자체의 생성이라기보다는 사용자 및 사용자와 관

련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바람

직한 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5].

일찍이 Hiller와 Hanson(1984)은 그의 저서에서

공간이 가지는 사회적인 현상에 주목했다. 공간의 외

관상 유사성과는 상관없이 공간을 영위하는 사용자

는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이용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공간과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

동하기 위해서 인지해야 될 공간의 특성이고 공간을

이동하는 사용자의 사회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중요

한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건축 공간이 가지는

구문적인 특성(Synthetic Characteristics)이라고 해

석할 수 있는데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현상

을 심리학과 통계학을 이용해서 수치적으로 해석하

였다[4]. 같은 맥락에서 Gibson(1977)은 물리공간에

가지는 사회적인 특징을 Affordan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정 물체 또는 물리공간은 사용자에

게 일정의 행위의 유발을 요청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2]. 이는 행위 유발 가능성(As a Action

Possibilities)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건축공간이 가

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orman(1999)은 Gibson의 Affordance를 좀

더 확대하여 설명하였는데 물리적인 정보를 통하여

기인한 행위 유발 가능성(Affordances as action

possibilities)은 물론 사용자의 목표, 가치, 믿음, 과거

의 경험 등이 결합된 내제된 행위 유발 가능성(Affor-

dances as perceived action possibilities)로 설명하

고 있다[8]. 이는 사용자의 행동이 물리공간을 중심

으로 한 다양한 상황(context)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Kalay (2001)도

가상공간(virtual place)는 Context, People, Activity

로 구성되며 이는 서로 연관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다고 정리하고 있고 이는 사용자의 행위가 다양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5].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Norman이

말한 Affordance의 내제된 행위 유발 가능성이다. 현

존하는 대부분의 건축 공간상의 사용자 시뮬레이션

은 물리공간과 사용자 및 상황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상황을 단순화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한계가 있다. 보

다 진보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Affordace의 개념에서 제시하는 내제된 행위 유발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

상 사용자의 행위가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3.2 사용자 시뮬레이션 사례를 통한 고찰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건축공간상의 사용자의 행

태 시뮬레이션 기술은 점점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술들이 그 예가될 수 있다.

buildingEXODUS는 영국의 Greenwich 대학의 Fire

Safety Engineering Group에 의해 개발되었다. 재실,

피난이동, 피난형태, 위험도, 유동성 등의 5개의 내용

으로 구성되어 각 요소는 재실자의 특성 및 위험도,

유동성에 따라 상호작용하여 피난 시뮬레이션이 이

루어질 수 잇도록 구성되어있다[1]. building EXODUS

는 재실자의 신체특성, 심리, 경험, 위험도의 4가지

측면으로 피난 시뮬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형의 조건, 대기조건 등을 고려하여 캐

릭터의 보행속도가 설정된다[11]. 그러나 상대적으

로 공간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는 미약하여 기존의

탈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같이 전형적인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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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or plan for the simulation.

탈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물리 공간

상황을 일반화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다시 저작하고 관련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buildingEXODUS와 유사한 시뮬레

이션 도구로 Simulex가 있는데 이는 영국 Edin-

burgh 대학의 Dr. Thompson과 Dr. Marchant에 의

하여 C언어로 작성된 피난 전용 도구이다[-12]. 본

도구는 대규모 군중의 무작위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

션은 유용하지만 보다 상세한 상황에 대한 반영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볼 때

주목해야할 만 한 점은 앞서 논의한 공간정보의 내제

된 행위유발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환경 및 상황의 변화에 따

라서 공간의 Affordance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건축공간의 상황에 대응하는 고도화된 사용자 시뮬

레이션이 수행되기 어렵다.

3.3 온톨로지를 통한 건축정보모델링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를 기술하는 데이터 모델로

서 특정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Concept)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정형화된 어휘의 집합으로

인공 지능 분야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컴퓨

터가 처리하고 나아가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된 지식 표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3]. 특히,

지식을 표현하는데 있어 논리를 활용할 수 있는 추론

이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그 쓰임이 증가하고

있다[10]. 최근에는 주변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고 컴

퓨터 스스로 인식/처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

팅 환경에서 지능형 상황 인지 모델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7]. 상황 인지 기술은 에이전트(Agent)가 센

서, 디바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상황 정보를 수집

처리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로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이질절인 상황 정보의 상호운용성 및

의미적인 해석을 기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념과 개념간의 의미 관계 정의에서 풍부한

표현력과 자동화된 추론을 지원하는 온톨로지는 상

황 인지 모델링에 매우 적합하다[6].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목표로하는 공간정보의 다양한 상황을 정의

하는데 온톨로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를 수행하

였다.

4. 공간정보의 내제된 행위 유발 가능성에 대

한 데이터모델링 

4.1 공간정보의 내제된 행위 유발 가능성에 대한 예시

상황 설정

앞서 논의한 공간정보 상에서 내제된 행위 유발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이를 데이터모

델로 구축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였다. 아래 Fig. 1

은 대상건물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평면도이다. 이는

건축물의 주요 부재를 객체로 정의하여 모델링하는

전통적인 건축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

ion Modeling)의 객체 기반 모델링 방식을 고려하였

다. 건물(B, building)을 하나의 객체로 보고 건물을

구성하는 각 방(R, room), 문(D, door), 창문(W, win-

dow)을 객체로 정리하고 이니셜로 표현하였다. 건축

디자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벽에 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 논문은 연구의 목적을 보다 부각

시키기 위해서 벽에 대한 고려는 생략하였다.

Fig. 2는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내제된 행위유발

가능성에 대한 전산 데이터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정한 예시상황이다. Fig. 2의 좌측은 일반적인 상

황에서 R1에 있는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하기 위한

경로를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Fig. 2의 우측은 R5에

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자가 건물 밖으로 탈출

하기 위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우측상황에서 예시

된 건물의 외부로 연결되는 문은 D5밖에 없기 때문

에 사용자가 탈출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문은

없다. 그러나 창문 W3나 창문 W4는 화재와도 이격

되어 있고 외부공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

시에는 탈출을 위한 출구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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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vacuation Comparison between normal(left) and fire situation(right).

Fig. 3. Building information model for the suggested floor plan (fig.1.).

상황은 일반적으로 창문을 사용하는 방식(‘밖을 내

다본다’, ‘환기를 위하여 연다’ 등)과 다르게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탈출로로 활용한다’)으로 창문을 사

용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선술한 내제된

행위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보의 존재와 사용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면 본 연구에서는 본 상황을 전산

적으로 기술하여 보다 고도화된 상황재현 시뮬레이

션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4.2 공간정보의 내제된 행위 유발 가능성에 대한 데이

터모델링

전술한 예시상황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전통적인 건축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

formation Modeling) 방법을 기초하여 온톨로지

(ontology)를 이용한 전산 모델링 방식을 이용하였

다. BIM은 건축정보를 기술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간정보를 전산화하기에 적합하나 예시상황과 같

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전산적으로 기술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온톨로지 언어(OWL, Web Ontol-

ogy Language)는 시맨틱웹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으

로 이용되고 있는 언어로서 지식표현(knowledge

representation)과 추론(reasoning)을 위하여 탁월한

방식이다[10].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가시적인 표현과 활용을 위

하여 OWL편집기인 Protege를 이용하였으며 Protege

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Plug-in 소프트웨어인 Onto-

Viz를 이용하여 개발된 온톨로지 기반 공간정보모델

을 다이어그램 형태로 가시화 하였다[16]. Fig. 3은

앞서 설정된 예시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의 정

보모델링을 수행한 결과이다.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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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uilding information model with a fire situation.

Fig. 5. Relations of objects in the fire situation.

는 다양한 요소들은 연구 결과의 직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략하였으며 본 연구에 필요시 되는 방

(Room), 문(Door), 창문(Window)을 중심으로 모델

링하였다. 각 객체들과의 관계는 hasAff, hasOpen-

ing, hasRoom, isDeployedTo, isLinkedTo 등과 같은

Property를 정의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공간을 구성

하는 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행위유발 가능성을 정의

하기 위해서 Affordance객체를 정의하고 공간정보

모델과 관계를 설정하였다.

Fig. 4는 Fig. 3의 공간정보 모델링에 화재상황을

추가한 형태이다. FireSitation이란 객체를 정의하고

Fire가 Room과 hasFire와 isDeployedTo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화재가 발

생한 Room을 정의할 수 있으며 추론을 통하여 화재

가 발생한 Room과 관계된 다른 공간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검색된 정보를 통하여 탈출경로를 찾을 수

있다. 또한 Fig. 4는 Fig. 1에서 보여준 예시상황에

해당하는 인스턴스(instance)들를 부분적으로 발췌

하여 보여주고 있다. 인스턴스 Room_05는 Fire_01

과 hasFire와 isDeployedTo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

을 볼 수 있다.

Fig. 5는 화재상황을 보다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전체의 온톨로지 상황에서 필요한 부

분만을 발췌하여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간과 문 및

창문과의 관계 그리고 화재상황이 벌어진 공간, 문

및 창문이 외부공과 연결된 상태, 문 및 창문이 어떠

한 행위유발 가능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묘사

하여 주고 있다. Door_05는 OpenAble_01과 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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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tuation reasoning finding the exit for the evacuation in the suggested floor plan.

Fig. 7. Reasoning process for pathfinding for evacuation based on the conventional building information model.

Able_01과 hasAff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동시에

Outside_01과 isLinkedTo관계로 설정되어 외부로

출입하는 출입구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Door_05는 Room_05에 isInstalledIn관계로 정

의되어 있고 Room_05는 Fire_01과 hasFire관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Door_05는 안전한 외부 출입

구 또는 탈출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4.3 공간정보의 내제된 행위 유발 가능성에 대한 추론

Protege Query를 이용하여 화재상황에서 탈출이

가능한 출입구를 추론하여 정의된 온톨로지가 본 연

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작동하는지를 가시적으로 확

인하였다. 탈출이 가능한 출입구는 먼저 Across-

Able_01 및 OpenAble_01과 관계된 행위유발가능성

을 가지고(hasAff) 있어야하며 이는 외부공간을 의

미하는 Outside_01에 연결(isLinkedTo)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Room_05에는 설치되지

(isInstalledIn)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질의를 아래

Fig. 6과 같이 수행하였더니 질의에 해당하는 객체

Window_03과 Window_04를 추론을 통하여 얻었다.

이는 Fig. 2에서 화재상황에 대한 탈출예시의 가정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제시된 방법과 같은 온톨로지 모

델이 내제된 행위 유발에 대한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고 볼 수 있다.

Fig. 7과 Fig. 8은 탈출경로 추론의 과정을 표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한 것이다. 두 그림에서 회색음영

이 있는 부분은 화재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표시

하고 있다. Fig. 7에서는 외부(Outside)로 연결된 D5

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기술이 되어있지 않기 때

문에 탈출추론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Fig. 8에서는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보다 확장된 정보의 기술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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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asoning process for pathfinding for evacuation based on the suggested the building information model 

using ontology.

Fig. 9. Navigation graph of the simulation for fire situation.

어있기 때문에 D5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

책으로 W4를 이용하여 탈출하는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보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가능하

다는 것을 증명하며 보다 현실적인 사용자 시뮬레이

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5. 내제된 행위유발 가능성을 이용한 고도화된 

사용자 시뮬레이션 전략

본 연구는 건축 공간 내에서 화재 등과 같은 위급

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시뮬레이션을 개발

하기 위하여 건축적인 상황(context)과 상호작용하

는 고도화된 에이전트 제안한다. 고도화된 에이전트

는 건축공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상황뿐만 아니

라 물리적인 상황 및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한

다. 단순히 물리공간에 대응하는 최단거리 길 찾기,

충돌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객체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

여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앞장에서 서술한

상황에 따른 공간정보의 잠재적인 정보의 데이터모

델링과 연동하며 행동을 결정하는 에이전트를 전산

적으로 기술하여 보다 고도화된 상황재현 시뮬레이

션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설정한 화재상황의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상황과 내재된 행위

유발을 위한 공간상황을 연동한다. 이를 위하여 에이

전트는 먼저 건축 공간의 물리적인 관계를 모델링하

여 알고리즘이 이동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자료구조

의 형태인 네비게이션 그래프를 만든다. Fig. 9는 화

재상황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건축공간에 대하여 네

비게이션 그래프를 구축한 사례이다.

에이전트는 탐색 알고리즘을 네비게이션 그래프

에 적용하여 최단경로를 구하게 된다. 본 시뮬레이션

을 위한 경로탐색은 출발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탈출지점을 찾기 위하여 A*가 아닌 Dijekstra알고리

즘을 도입한다. A* 알고리즘은 이미 알고 있는 출발

지점으로부터 목적지점까지 최단경로를 찾을 때 이

용된다. 하지만, 본 경우처럼 현재 에이전트의 위치

로부터 출발하여 건축물을 구성하는 임의의 객체에

대하여 온톨로지 추론에 의하여 탈출구로서 적합한

지 비교하며 최단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Dijekstra 알



1343내제된 행위 유발 가능성을 활용하는 사용자 행동 시뮬레이션 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

Fig. 10. The evacuation reasoning considering both building situation and perceived action possibilities.

고리즘이 효율적이다. Fig. 10과 같이 Dijekstra 알고

리즘은 탈출 개구부를 위한 상황추론과 연동하며 경

로를 결정한다. 에이전트가 탈출을 위하여 현재 위치

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로부터 한 단계씩 확장을 하며

목적지를 찾을 때, 해당 목적지가 안전한 탈출구로서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황추론으로

도출한 “탈출 가능한 출입구”와 비교한다. 만약 해당

목적지가 이를 만족하게 되면, 알고리즘은 현재 위치

에서부터 탈출 가능한 출입구까지의 최단 탈출 경로

를 구하게 된다.

Dijekstra 알고리즘은 출발지점으로부터 가장 적

은 비용을 가지는 객체로부터 시작하여 한 단계씩

확장하며 목적지점 여부를 검사한다. 본 시뮬레이션

의 경우 해당 객체가 추론에 의하여 탈출구로서 의미

있다고 파악한 객체들에 포함된다면 목적지점으로

간주하고, Dijekstra알고리즘은 출발지점으로부터

찾은 대상까지의 최단경로를 보장하게 된다. 에이전

트는 결국 탈출구로서 의미가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탈출구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내제된 행위유발 가능성을 전산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전

산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

하여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모델을 제시하

였고 이를 기반으로 화재상황을 전산적으로 기술하

고 상황변화에 따른 내제된 행위유발 가능성을 추론

하여 캐릭터의 이동 및 탈출 경로를 추출하는 것으로

실현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런 방법이 시뮬레

이션 환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보다 진보된 사용자 시뮬레이

션을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은 건축 및 공공시설을 디자인 할 때 예측

하지 못한 상황을 예측하고 디자인에 반영하기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사용자의 프로파일(profile)과 공간의 물리

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을 폭넓게 정의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데이터모델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추

론하기 위한 추론체계도 심도 있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환경에 탑재 가능한 추론기를

이용하여 실재 가상환경에서 실시간으로 구동하는

환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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