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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간분석에 관한 연구의 학문적 역사는 급속한 산

업화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커지

면서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컴퓨터의 도입으로 빠

른 연산속도 및 계량화가 용이해지면서 가속화 되었

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공간구조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대한 노력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연구의 발전도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욱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의 공간분석 이론들이 학

술적으로 정립되어 왔으며, 이 중에서도 공간구문론

은 공간의 위상과 연결관계에 의해 통합성을 분석하

는 공간분석이론으로서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적용

되고 있으며, 예측력 면에 있어서도 유효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공간구문론은 다양한 변수나 불필요인자

를 모두 배제한 매우 가치중립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

에 복잡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대상을 분석하고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공간구조론은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위

자의 사회적 행동특성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고정

화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공간이나 특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가진 공간에서

의 목적보행에 대한 평가와 예측이 불가능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잡계 분석이론의 행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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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모델을 도입하여 이산사건 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공간분석 방법론으로의 접근과 더불어 기존 이론의 

검증 및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복잡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공간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의 타당성 검증과 기존 공간구

조 분석이론의 평가를 위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이론적 고찰을 통한 공간구조 분석이론 

및 관련지표 분석을 통해 기존 이론의 취약점과 한계

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분석방법론의 필요성과 기존 

이론과의 연계성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9개의 단위공간을 가진 총 7개의 예시모

델을 설계하고 공간구문론 분석 및 가시성 그래프 

분석(VGA)을 통해 행위자기반모델과의 비교평가를 

위한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국부통합도, 명료도, 가

시연결도 등의 분석데이터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위한 agent 및 공

간프로그래밍을 설정하고 통행빈도(PFA)의 지표를 

적용하여, 인접연결공간과 전공간연결의 두 가지 분

석방법으로 행위자기반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앞서 도출한 분석데이터와의 비교검증

를 통해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기존이론의 검증과 새

로운 분석방법론으로서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2. 공간구조 분석이론

2.1 공간구문론(Space Syntax)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공간구문론은 공간구조를 단위공간의 연결관계를 

통해 공간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공간구조

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특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

으로 보여주는 가치중립적 분석방법론이다[1].

공간구문론은 비정형적으로 변형, 발전된 건축물

이나 도시의 형태를 단위공간으로 재구성한 다음, 노

드간의 관계성을 수리적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의 재구성 과정에서 단위공간의 정의와 

단위공간간의 관계성 파악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중

요하게 다루고 있다[2].

1980년대에 공간구문론의 기초개념을 최초로 제

안한 힐리어(Hillier)는 방향전환의 의미로 ‘공간의 

깊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깊이는 실

제 물리적인 깊이가 아닌 상대적인 깊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이동시 발생하는 방향전환의 빈도를 나

타낸다.

즉 공간구문론의 분석은 시각적 지각에 바탕을 두

는 가시성(visibility)을 기반으로 ‘실제로 사람이 가

시성이 확보된 공간으로 갈 수 있는가?’ 혹은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성(ac-

cessibility)에 의하여 사람의 공간이용행태(spatial

behavior)를 정량화하는 분석방법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

이러한 접근의 용이함은 물리적 거리보다 가시권

에 따른 방향전환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방향전환과 

공간의 연결이라는 척도를 정량화된 지표를 이용하

여 그 공간의 관계와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공간구

문론은 이러한 공간의 연결관계에 기초한 분석방법

론으로서 특정 단위공간에 접근하기 위해 거쳐야하

는 단위공간의 수를 공간깊이(depth)라고 정의하며,

노드 간의 연결관계를 이용하여 연결도, 통제도, 전

체통합도, 국부통합도, 그리고 응용지표인 공간명료

도 등의 분석지표를 통해 공간구조의 위계 및 특징을 

나타낸다.

2.1.1 연결도(Connectivity)

연결도는 노드에서 바로 이웃한 노드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지표로, 특정 노드의 연결도

는 그 공간에 직접 연결된 他 단위공간의 개수를 나타

내며 다른 노드로의 이동가능성(Movement Possi-

bility)을 의미한다.

2.1.2 통제도(Control Value)

통제도는 특정 단위공간이 n개의 주변노드와 연

결되어 있다면 그 단위공간은 각각의 주변 단위공간

에 1/n만큼의 통제도를 주게 되는 것으로, 경로선택

의 융통성(Flextibility of Route Selection)을 의미한

다. 즉 통제도가 높은 공간은 주변공간에 의하여 보

다 많은 통제를 받으며 동시에 주변노드를 보다 많이 

통제한다는 것으로, 통제도 산출식은 다음 수식 (1)

과 같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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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전체통합도(Integration)

통합도는 공간의 위상(configuration)과 밀접한 

관련을 갖으며, 공간구문론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이기도 하다. 통합도가 큰 단위공간은 이론

적으로는 전체공간에서 위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특정 단위공간의 통합도가 낮으

면 그 공간으로부터 다른 모든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이동과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통합적 속성이 큰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부터의 접근

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하였던 인간

의 공간이용패턴 및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현상과

도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이 입증되어왔다.

통합도가 높은 공간은 사람들의 주된 이동경로로 

사용되며[4], 통합도가 높은 공간에 대한 통행량 분

포를 공간구문론에서는 ‘자연이동(natural move-

ment)’이라고 정의하고 있다[5].

정리해보면 공간의 깊이가 얕을수록 접근이 용이

하다는 것이며 이와 각 단위공간의 깊이와 위상은 

서로 반비례관계를 취한다. 그러므로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깊이를 (,)라고 했을 때 통합도는 

다음 수식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

2.1.4 국부통합도(Local Integration)

통합도가 전체 공간깊이의 노드에 대한 상관관계

를 파악하는 반면, 국부통합도는 인간과 공간이 사회

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인간이 공간깊이를 인지하

는 한계를 일정깊이로 제한하여 도출한 것이다. 일반

적으로 해당공간을 중심으로 3개의 단위공간까지만

을 고려하나, 건물이나 도시특성 또는 연구대상 등에 

따라 그 크기를 조정하기도 한다. 즉, 해당 분석공간

을 중심으로 몇 개의 공간들만을 고려한 국지적인 

공간의 통합성 및 공간배치구조 특성을 보여주는 지

표이다.

2.1.5 공간명료도(Intelligibility)

인간이 공간 내에 있을 때 얼마나 공간구조를 명

확히 인지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와 공간

조직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역적

인 위상의 인지가 전체 공간의 위상과 어느정도 유사

성을 갖는지에 관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간명료도가 큰 공간일수

록 전체공간에 대한 공간인지도가 높고 공간이용패

턴이 체계적이며, 동시에 그 예측률이 높다. 또한 이 

지표는 공간정보취득 및 장소성을 형성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2.2 가시성그래프이론(Visual Graph Analysis; VGA)

가시성그래프이론은 공간구문론에서 다루는 가

시성과 접근성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부분에서 시

작되었다[6]. 이 분석방법론은 공간구문론을 제안한 

영국 바틀렛 건축학교 가상현실 연구소의 터너(A.

Turner)와 펜(A.Penn)에 의해 좀 더 구체적인 가시

영역의 개념을 이용하여 노드의 설정이 2차원 벡터

나 볼록 폐곡선의 공간구문론의 분석방법을 보완하

기 위해 등장했다.

VGA는 공간구문론의 분석단위를 그리드에 맞춘 

것으로 그리드를 서로 연결하여 그래프화한다. 그래

프 상에서 각 그리드가 타 그리드에 의해 어떠한 관

계를 가지느냐를 분석하게 되며, 주로 다루어지는 것

이 시각적 깊이(visual depth)이다[7].

따라서 가시성그래프이론은 깊이의 정량화를 기

반으로 가시성(visibility)을 바탕으로 하는 노드간 

시각적 연결구조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연산하는 양

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래프 생성방법은 가시장이

론과 유사하고, 공간구조분석방법은 공간구문론과 

유사하여 두 이론의 특징을 모두 갖는 이론이기도 

하다.

다만 공간구문론에서 의미하는 깊이가 이동관계 

및 방향전환이라면 가시성그래프이론에서 의미하는 

깊이는 시각적 연결관계로 간주하는 차이가 있는 것

이다. 또한 공간구문론은 축선도(Axial Graph)나 볼

록공간도(Convex Map)를 구축하여 분석하는 반면 

가시성그래프이론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생성

한 모든 격자(Grid)가 하나의 볼록공간으로 작용한

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간구문론이 공간의 물리적 연

결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가시성그래프이론은 시각

적 연결관계만을 분석하기기 때문에 유사한 공간분

석 접근법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공간구문론을 대체

하는 분석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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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래프 분석이론의 한계점 및 취약점

앞서 언급한 그래프 분석이론들은 공간의 역할이

나 다양한 인자의 특성을 배제하고, 가시성에 기반한 

분절된 각 단위공간 간의 연결관계만을 파악하는 도

식적이고 평면적 이론이다. 그러므로 분석에 있어서 

개개의 단위공간 및 공간은 추상화된 기호들의 위상

학적 공식으로 표시되어 왔다.

또한 단위공간은 시각적 단위에 의해 분절되기 때

문에 규모나 공간의 특성, 사용자의 수, 주위환경 등

에 관계없이 오직 수치로만 결과를 제시할 뿐이다.

그래프 분석이론은 공간을 다루는 분석법에 있어

서 부수되는 인자를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단위공간 

간의 연결관계 만을 고려하는 매우 가치중립적인 입

장을 취하기 때문에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며 정량적 

데이터 도출에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오랜시간 학계

에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그래프 분석이론이 비입체적이며 정

적인 구조분석이라는 점,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따

르는 복잡계 성격을 갖는 공간분석과 실제 현실반영

에 커다란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행위자기반모델을 적용한 공간구조 분석이 기

존 이론의 비교평가와 더불어 공간분석 방법론으로

서의 의미 있는 접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2.4 복잡계(Complex System) 및 행위자기반모델

(Agent-based Model; ABM) 이론의 제안

복잡계 이론은 자연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간

의 유기적 협동현상과 복잡다기한 현상 속에서 나타

나는 패턴, 즉 거시적 관점에서 새로운 질서의 출현

을 의미하는 ‘창발현상(emergent behavior)’과 그 현

상이 나타나는 대상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론이 공간분석에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공간구조이론의 역사보다 짧다.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과 같은 복잡

계에 관한 특정연구에서 대상을 분석하고 시뮬레이

션하는 방법들 중 최근 들어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

이 행위자기반모델이다.

행위자들은 건물의 단위공간이나 컴포넌트 등의 

인자들을 표현한 단위개체로서 설계자가 입력한 정

보들을 지각 및 인지하고 이를 처리하는 규칙을 가지

고 있으며 서로 반응하기도 한다[8].

실제 공간에서는 복잡계적 특성을 반영한 공간의 

여러요인과 인자들이 사용자와 복잡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동선과 공간간의 시각적 연결관계

로만 파악하는 기존의 물리적 측면의 구조분석은 실

제 공간을 예측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 

말해 여러형태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하는 창발현

상이 나타나는 실제 공간의 복잡계적 특성을 기존의 

분석방법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이다[9].

행위자기반모델은 기존 공간구조이론에서 다루

지 못했던 요소들의 개별적인 속성과 관계를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간이 수반하게 되는 다양한 

변수조절을 통한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행위자기반모델을 다양한 가변

인자들 간의 비선형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조직화

(self organization)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다

시 말해 일련의 경향성 분석의 개념을 함의하고 있다

[10].

복잡계 분석이론 중의 하나인 행위자기반모델은 

인자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진화해 나가는 유동적 시

간모델이자 동적분석방식(real-time)이며, 시뮬레이

션 기법에 의해 분석되어 다양한 예측모형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행위자기반모델의 구현방

법은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들의 주요 속성과 상호작

용 규칙을 관찰한 후 다수의 간략화 된 주체인 행위

자(agent)를 설정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하

여 환경과 공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을 통해 보다 

예측력 높으며 실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의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도구

로 Repast, Warm, Netlogo, Anylogic 등이 개발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도구로 이용한 Anylogic은 병

렬 프로세스의 수학적 접근방식, 객체 지향형 방식의 

프로그램 구조, Java 개발환경, 모델링은 UML 표준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3. 분석모델 설계구축 및 공간구문이론 비교실험

3.1 예시모델 설정 및 실험설계

공간구조론의 검증 및 평가를 하기위한 예시모델

은 다음 Fig. 1과 같다. 이 모델은 다양한 공간의 연결

관계에 대한 비교평가를 위해 일방향 연결 및 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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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순환연결 등 최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평면을 설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시모델은 동일한 크기의 9개 단위공간을 가진 

평면에 외형적으로는 유사해 보이나 각 node 간의 

연결관계가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행위자기반

모델의 시뮬레이션 및 공간구조 분석이론에 관한 분

석을 포함한 7개의 예시모델에 대한 3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3.2 공간구문론 실험

공간구조 타진 및 공간구문론과 행위자기반모델

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앞서 서울대학교 건축도시공

간구조연구실에서 개발한 공간분석 소프트웨어 S3

Convex Analyzer을 사용하여 예시모델에 대한 각 

node의 연결도, 통제도, 전체통합도, 국부통합도, 공

간명료도의 공간구문론 분석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예시모델별 연결도의 평균은 Case1(Conn=2.67)=

Case7(Conn=2.22)>Case4(Conn=2.00)>Case2(Con

n=1.78)=Case3(Conn=1.78)=Case5(Conn=1.78)=Cas

e6(Conn=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시모델의 세부적인 분석데이터를 파악해 보면 

Case2, Case7을 제외한 예시모델의 nodeE에서 비교

적 높은 연결도(Case1,3,5=4, Case4,6=3)평균과 통합

도(Case1,3,5=2.22, Case 4,6=1.48)가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높은 연결도와 통합도를 보이

고 있는 nodeE를 중심으로 다른 공간들에, 그리고 

다른 공간들로부터 nodeE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형

태의 예시모델에서 비롯되는 결과라 보여진다.

분석모델의 통합도 평균은 Case1(Int=1.20)>

Case3(Int=0.99)>Case7(Int=0.98)>Case5(Int=0.93)

>Case4(Int=0.84)>Case6(Int=0.82)>Case2(Int=0.52)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부통합도의 평균은 Case1

(Int3=1.25)>Case7(Int3=1.03)>Case3(Int3=0.99)>C

ase5(Int3=0.91)>Case4(Int3=0.89)>Case6(Int3=0.8

5)>Case2(Int3=0.7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전체통합도와 비슷한 순위를 보이고 

있으나, Case3(전체통합도 2위, 국부통합도 3위)과 

Case7(전체통합도 3위, 국부통합도 2위)의 경우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Case7이 Case3과 구조는 비

슷하나 공간간의 순환연결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노드별 데이터에서 전체통

합도가 높은 node에서 국부통합도 역시 높게 나타나

는데, Case2의 경우 전체통합도는 nodeI(Int=0.74)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부통합도는 nodeC(Int3=

Fig. 1. Test model.

Fig. 2. Sequence of analysis.



Table 1. Analysis of space syntax

Case1 Conn CV Int Int3 Case2 Conn CV Int Int3

nodeA 2 0.67 0.89 0.99 nodeA 1 0.50 0.32 0.33

nodeB 3 1.25 1.27 1.27 nodeB 2 1.50 0.42 0.70

nodeC 2 0.67 0.89 0.99 nodeC 2 1.00 0.55 0.87

nodeD 3 1.25 1.27 1.27 nodeD 2 1.50 0.42 0.70

nodeE 4 1.33 2.22 2.22 nodeE 2 1.00 0.55 0.87

nodeF 3 1.25 1.27 1.27 nodeF 2 1.00 0.68 0.85

nodeG 2 0.67 0.89 0.99 nodeG 1 0.50 0.32 0.33

nodeH 3 1.25 1.27 1.27 nodeH 2 1.00 0.68 0.85

nodeI 2 0.67 0.89 0.99 nodeI 2 1.00 0.74 0.85

mean 2.67 1.00 1.20 1.25 mean 1.78 1.00 0.52 0.71

Case3 Conn CV Int Int3 Case4 Conn CV Int Int3

nodeA 1 0.33 0.63 0.64 nodeA 2 0.83 0.74 0.85

nodeB 3 2.25 1.27 1.27 nodeB 2 0.83 0.81 0.86

nodeC 1 0.33 0.63 0.64 nodeC 1 0.33 0.55 0.58

nodeD 1 0.25 0.81 0.81 nodeD 3 1.33 1.27 1.27

nodeE 4 2.67 2.22 2.22 nodeE 3 1.17 1.48 1.48

nodeF 1 0.25 0.81 0.81 nodeF 3 2.33 0.99 1.15

nodeG 1 0.33 0.63 0.64 nodeG 2 1.33 0.74 0.85

nodeH 3 2.25 1.27 1.27 nodeH 1 0.50 0.47 0.42

nodeI 1 0.33 0.63 0.64 nodeI 1 0.33 0.55 0.58

mean 1.78 1.00 0.99 0.99 mean 2.00 1.00 0.84 0.89

Case5 Conn CV Int Int3 Case6 Conn CV Int Int3

nodeA 1 0.50 0.55 0.50 nodeA 1 0.33 0.55 0.58

nodeB 2 1.25 0.99 0.99 nodeB 3 2.33 0.99 1.15

nodeC 1 0.50 0.55 0.50 nodeC 1 0.33 0.55 0.58

nodeD 2 1.25 0.99 0.99 nodeD 1 0.33 0.68 0.69

nodeE 4 2.00 2.22 2.22 nodeE 3 1.67 1.48 1.48

nodeF 2 1.25 0.99 0.99 nodeF 1 0.50 0.47 0.42

nodeG 1 0.50 0.55 0.50 nodeG 1 0.33 0.63 0.64

nodeH 2 1.25 0.99 0.99 nodeH 3 1.83 1.27 1.27

nodeI 1 0.50 0.55 0.50 nodeI 2 1.33 0.74 0.85

mean 1.78 1.00 0.93 0.91 mean 1.78 1.00 0.82 0.85

Case7 Conn CV Int Int3 <Case Model Intelligibility> TD max

nodeA 2 0.83 0.89 0.99 Case1 1.00 4depth
nodeB 2 1.00 0.81 0.86

Case2 0.85 8depth
nodeC 2 0.83 0.89 0.99

Case3 1.00 4depthnodeD 3 1.50 1.27 1.27

nodeE 2 0.67 1.11 1.11
Case4 0.98 4depth

nodeF 3 1.50 1.27 1.27

Case5 1.00 4depthnodeG 2 0.83 0.89 0.99

nodeH 2 1.00 0.81 0.86
Case6 0.98 5depth

nodeI 2 0.83 0.89 0.99
Case7 0.98 4depthmean 2.22 1.00 0.98 1.03

＊Conn: Connectivity / CV: Control Value / Int: Integration / Int3: Local Integration / TD max: Total Depth(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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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와 nodeE(Int3=0.87)가 동일한 값으로 전체통합

도 보다 국부통합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공

간의 중심으로 통합이 높게 나타나던 다른 예시모델

과는 달리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는 단위공간에서 통

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공간명료도는 Case1(1.00)=Case3(1.00)=Case5(1.00)

>Case4(0.98)=Case6(0.98)=Case7(0.98)>Case2(0.8

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공간에 있어서 공

간구성 및 연결관계에 어떠한 패턴이 나타날 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간구문론 관점에서의 결과만을 종합한다면 평

면상의 다수모델에서 nodeE의 통합이 높게 나타나

고 있었으며, 그러나 이는 전체공간에 대한 연결관계

만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다시 말해 각 공간에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가를 

확률 및 정적분석에 근거한 연산데이터로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실제공간 적용에 있어서 기존의 이론적 

체계의 모호한 부분은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이 사실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호함을 보완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서 행위자기반모델을 공간분석방법에 적용하

여, 예상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분석방법론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다.

3.3 가시성 그래프 분석실험

전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시성 그래프 분석

(VGA) 역시 가시성과 깊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

으며, 공간구문론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가시성 그래프 분석을 위해서는 공간구문론의 볼

록공간(node)에 해당하는 그리드의 분할이 선행되

어야 하는데, 이 그리드의 간격이 조밀해질수록 실험

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0으로 

설정하였다.

동일한 예시모델을 대상으로 가시성 그래프 전용 

분석도구인 영국 바틀렛 건축학교 가상현실 연구센

터에서 개발한 depth map(Turner, A., UCL Depth-

map)을 사용하여 가시연결도 및 연결확률을 계산하

였으며, Fig. 3과 Table 2는 예시모델의 가시성 그래

프 분석결과이다.

가시성 그래프 분석에서는 접근성의 측면에서 시

각적 연결도(Connectivity)만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Case1(13726.11)>Case7(11078.82)>Case4

(10223.85)>Case3(9974.24)>Case6(9429.82)>Case5

(9283.40)>Case2(8863.94)의 순으로 예시모델의 평

균 시각적 연결도가 높았으며, Case1의 경우 예시모

Fig. 3. Visual Graph Analysis.

Table 2. Connectivity of VGA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nodeA 12970.20 7467.93 8105.05 10981.10 6565.92 7812.47 11691.10

nodeB 14021.20 8611.58 12822.20 9877.12 10756.00 12520.10 8941.76

nodeC 12964.70 11340.30 8090.41 7797.92 6584.95 8108.79 11642.40

nodeD 14042.20 8911.85 8759.06 13189.70 10755.50 7188.87 12827.50

nodeE 15520.00 8909.52 14280.40 12248.00 14242.40 11934.80 9567.91

nodeF 14019.70 8929.01 8686.78 12785.20 10757.20 6253.91 12767.80

nodeG 12985.60 6256.59 8095.26 10492.30 6555.70 7789.63 11704.40

nodeH 14042.30 8927.52 12859.90 6297.24 10760.60 12830.30 8911.19

nodeI 12969.10 10421.20 8069.14 8346.08 6572.29 10429.50 11655.30

mean 13726.11 8863.94 9974.24 10223.85 9283.40 9429.82 1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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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중 가장 개방도가 높은 공간으로 시각적 연결도 

역시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Case2는 앞절의 공간구문론 분석에서 볼 수 있었

던 것과 같이 국부통합도가 높은 nodeC(11340.30)와 

nodeI(10421.20)의 시각적 연결도 역시 높게 나타나

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Case3(14280.40), Case5(14242.40), Case7(12827.50)

역시 통합도가 높은 단위공간 nodeE의 시각적 연결

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Case4의 경우 평면구조상 nodeE(12248.00)

보다 nodeD(13189.70)가, Case6에서는 nodeB(12520.10)

와 nodeH(12830.30)에서 nodeE(11934.80)보다 시각

적 연결이 조금 더 용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

는 가시성 그래프 분석의 특성상 벽체나 물체, 특정 

구조물 등의 차폐요소가 시각적 연결도에 영향을 주

게 되는데, 단위공간 개구부의 방향과 크기가 연결도

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공간구문론과 비교하여 분석해보면 연결도가 높

은 공간과 시각적 연결도가 높은 공간과의 상관관계

가 비례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나 차이가 보이는 

곳의 측정수치의 큰 격차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미루어 

어느정도 상관관계는 입증된다.

또한 시각적 차폐에 따라 가시적 연결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미루어, 연결도와 통

합도와 함께 공간구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시성 그래프 분석은 박물관, 미술관, 도시경관 

등 시각정보가 있는 개방형 공간분석에 적용할 때 

더욱 적합하며 예측력 역시 두드러지나, 공간구문이

론의 연장선상에서 다각적인 2차원적 공간구조이론

의 검증 및 보완을 위하여 평가도구로 병행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4. 행위자기반모델 실험을 통한 공간구조 이론의 

비교평가

4.1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실험설계 및 행위자 속성

이산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간구조론의 비교평가

를 위해 동일한 예시모델을 통한 행위자기반모델 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 이용한 분석도구인 

Anylogic의 보행시뮬레이션은 공간모델을 직접 설

계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백업이 가능하므로 

시간변화에 따른 행위자의 공간이동 및 공간밀도변

화 등 프로그래밍에 따른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은 미리 설계해놓은 일

련의 워크플로우를 따르게 되는데, 본 실험에 적용된 

행위자 속성은 다음 Table 3과 같으며, 시간당 유입

인원은 단위공간/ms당 5명으로 설정하였고, 행위자 

평균 보행속도는 0.5-1㎧, 초기 보행속도는 0.3-0.7

㎧, 행위자의 크기는 지름 0.4-0.5㎧으로 균등분포 

Uniform 함수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행위자기반모델 실험에 앞서 공간구문론과의 비

교평가를 위한 분석지표를 구축하였다.

공간에 있어서 접근성의 개념은 인간이 공간을 이

용하는 패턴과 이동경로에 따라 확립될 수 있는데,

특정 단위공간에서 행위자의 접근이 점차적으로 높

게 나타나면 이는 공간의 통합에 있어서 유효한 분석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통행빈도(PFA; Passage Frequency of Agent)는 

시뮬레이션 동안에 행위자가 각 단위공간을 얼마나 

자주 들어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각 단위공

간을 연결하는 개구부의 통행량이 높을수록 그 공간

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앞서 분

석했던 접근성의 개념을 내포하는 공간구문론의 통

합도 및 VGA의 시각적 연결도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에 측정도구를 설

치하여 그 영역 내에 카운트 되는 행위자를 1초 단위 

간격으로 텍스트(clipboard)로 덤프하는 방식으로 데

이터를 추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천이확률에 따르는 공간구조론을 그

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에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행위자기반모델 실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공간구문론 원개념에 입각하여 접

속된 단위공간간의 이동, 즉 인접공간연결의 실험A,

Table 3. Analysis of pedestrian agent properties

Class Properties

Arrival Rate 5 per millisecond

Comfortable Speed(㎧) uniform(0.5, 1)

Initial Speed(㎧) uniform(0.3, 0.7)

Diameter(m) uniform(0.4, 0.5)

Simulation Time 1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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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실험은 완전자유보행상태를 상정한 전단위

공간연결 실험B로 진행하였다.

공간구문론 개념의 확대적용을 위해 실시하였던 

예시모델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천이확률에 따라 

전체 공간구조위계가 변화하는 것을 선행연구[11]에

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강한 관계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면밀한 행위자분석모델 분석을 

위해 모든 단위공간을 서로 연결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천이확률 역시 동일하게 적용시켜 완전자유보

행모델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동일 예시모델과 동일한 행위자속성에 공

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완전히 달리하므로 공간구조

론의 천이확률을 따르는 것이 아닌 모든 공간으로의 

이동가능성을 두고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2 인접공간연결 실험 및 비교평가

다음 Fig. 4는 행위자기반모델 실험A의 시뮬레이

션 결과이다. 예시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

간의 흐름에 따른 agent의 이동궤적에 따라 패턴과 

밀집도를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

하고 코딩을 통한 통행빈도를 데이터로 정량화 시킬 

수 있다.

Table 4는 예시모델별 단위공간의 통행빈도를 나

타낸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종료된 후 他 단위공간으

로부터 각 단위공간으로 유입된 경유자의 총 합을 

더한 결과 값이다.

통행빈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공간으로부터의 접

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지표를 통해 행

위자기반분석모델 실험의 결과가 얼마나 유의미한

지 알아보고자 한다.

각 노드별 평균 통행빈도는 nodeE(PFA=1198)>

nodeB(PFA=934)>nodeH(PFA=874)>nodeF(PFA=

792)>nodeD(PFA=781)>nodeI(PFA=590)>nodeC(

PFA=552)>nodeG(PFA=526)>nodeA(PFA=511)의 

순으로 nodeE의 평균 통행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Case1은 앞서 분석한 공간구문론의 연결도, 통합

도, 국부통합도, 가시연결도의 지표 역시 nodeE

(PFA=1 155)가 가장 높았으며, Case1에서는 nodeE

가 접근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Case2에서는 국부통합도의 값이 높았던 nodeC

(PFA=879)에서, Case3은 전체통합도가 높았던 nodeE

(PFA=1662)의 통행빈도가 다른 단위공간에 비해 매

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Case3이 Case1에 비해 연결

공간이 적어 nodeE로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결

과라고 보여진다.

Fig. 4. Analysis of agent based model simulation test A.

Table 4. PFA of agent based model test A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mean

nodeA 535 420 421 705 435 414 651 511

nodeB 864 847 1250 711 909 1302 656 934

nodeC 564 879 403 399 463 461 696 552

nodeD 857 863 415 1125 818 400 990 781

nodeE 1155 823 1662 1142 1673 1245 689 1198

nodeF 816 862 435 1167 784 401 1080 792

nodeG 558 445 449 752 413 416 649 526

nodeH 850 801 1279 378 856 1300 659 874

nodeI 569 802 439 379 374 857 712 590

mean 752 749 750 751 747 755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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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4는 통합도가 3번째로 높았던 nodeF(PFA=

1167)에서 통행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Case6 또한 

Case4와 동일하게 통합도 순이 3번째로 높았던 nodeB

(PFA=1302)에서 통행빈도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Case5는 nodeE(PFA=1673)에서, Case7 역시 nodeF

(PFA=1080)의 통합도가 높았던 단위공간에서 통행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공간구문론의 통합도의 순위는 Case1

(Int=1.20)>Case3(Int=0.99)>Case7(Int=0.98)>Case

5(Int=0.93)>Case4(Int=0.84)>Case6(Int=0.82)>Cas

e2(Int=0.52)의 높은 순을 보였으나, 인접공간연결 행

위자기반모델 실험의 Case별 통행빈도의 평균값은 

Case6(PFA=755)>Case7(PFA=754)>Case1(PFA=7

52)>Case4(PFA=751)>Case3(PFA=750)>Case2(P

FA=749)>Case5(PFA=747)의 높은 순을 보이고 있

으나, 이는 동일 시간 내에 동일한 수의 행위자 수를 

설정하여 분석했으므로 각 노드의 평균지표가 더욱 

의미가 있으리라 보인다.

4.3 전공간연결 실험과 비교평가

다음 Fig. 5는 동일모델의 행위자기반모델 실험에 

모든 단위공간을 서로 연결되도록 하고 이동가능성 

대응하는 유동확률 역시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여 기

존 공간구조론에서 분석한계로 논의되었던 관계성 

배제 및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지양한 시도라 할 수 

있다.

Fig. 5와 Table 5의 결과를 보면 앞서 실시했던 

분석과는 또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정리해보면 

통합의 정도를 보다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노드별 통행빈도 평균은 nodeE(PFA=1985)>

nodeH(PFA=1167)>nodeB(PFA=1082)>nodeF(PF

A=1029)>nodeD(PFA=1006)>nodeI(PFA=685)>no

deC(PFA=557)>nodeG(PFA=552)>nodeA(PFA=51

8)의 순으로 높았으며, 앞의 실험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Table 6은 통행빈도의 정량적 지표와 공간구

문론 분석실험을 통해 도출한 예시모델의 전체통합

도를 비교정리 해놓은 것이며, 이 실험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공간구문론 분석에서의 통합도가 가장 

높은 node와 행위자기반모델 분석에서의 통행빈도

가 가장 높은 node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복잡계 이론의 일면인 행위자기반모델 분석

이 창발현상(emergence phenomena) 또는 자기조직

화(self organization), 즉 일련의 현상규명 및 패턴발

견이 주된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이론적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의 시각화 결과에서도 보다 명확한 

agent의 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예시모델

에서 앞서 분석했던 통합의 지표들과 단위공간의 통

행빈도가 매우 일치한 형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공간으로부터의 접근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단위공간의 전체통합도와 통행빈도의 순

위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완전자유보행을 목적

으로 하는 전공간연결의 행위자기반모델 분석방법

이 예측력과 유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4.4 행위자기반모델 실험을 통한 공간구조이론의 비

교검증

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행위자기반모델 

실험의 결과가 공간구문론의 통합의 결과와 얼마나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지 두 변인 간의 연관성을 나타

내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의 

의미적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공간구문론의 지표와 행위자기반모델 실험 A,B의 

회귀분석 결과비교는 다음 Table 6과 같다.

공간구문론의 지표와 Test A의 상관관계 분석결

과, 대체적으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Fig. 5. Analysis of agent based model simulation tes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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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으나 Case2(=0.660), Case6(=0.892),

Case7(=0.890)과 같이 다른 예시모델에 비해 비교

적 전체통합도의 값이 낮게 나타났던 모델은 상관계

수 역시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공간구문론 분석지표와 Test A에서 나

타난 통행빈도의 상관계수와 Test B에서 나타난 통

행빈도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했을 때, 연결도(=

0.995→=0.949) 및 통제도(=0.919→=0.795)의 

상관관계는 모두 낮아졌으나 전체통합도(=0.890

→=0.966)와 국부통합도(=0.938→=0.966)의 

Table 5. Comparative analysis of PFA of agent based model test B and integration

PFA of Agent based model Analysis Test B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mean

nodeA 531 290 399 664 420 401 923 518

nodeB 965 826 1722 676 1092 1602 691 1082

nodeC 553 1180 339 346 386 320 780 557

nodeD 1107 799 367 1725 1125 300 1620 1006

nodeE 2134 1176 2798 1861 2865 2137 929 1985

nodeF 1044 1421 460 1483 1082 392 1327 1029

nodeG 539 272 399 1109 364 353 831 552

nodeH 1120 1424 1696 348 1082 1949 555 1167

nodeI 483 1529 345 303 367 1046 722 685

mean 941 990 947 946 975 944 930

Analysis of Integration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mean

nodeA 0.89 0.32 0.63 0.74 0.55 0.55 0.89 0.65

nodeB 1.27 0.42 1.27 0.81 0.99 0.99 0.81 0.94

nodeC 0.89 0.55 0.63 0.55 0.55 0.55 0.89 0.66

nodeD 1.27 0.42 0.81 1.27 0.99 0.68 1.27 0.96

nodeE 2.22 0.55 2.22 1.48 2.22 1.48 1.11 1.61

nodeF 1.27 0.68 0.81 0.99 0.99 0.47 1.27 0.93

nodeG 0.89 0.32 0.63 0.74 0.55 0.63 0.89 0.66

nodeH 1.27 0.68 1.27 0.47 0.99 1.27 0.81 0.97

nodeI 0.89 0.74 0.63 0.55 0.55 0.74 0.89 0.71

mean 1.20 0.52 0.99 0.84 0.93 0.82 0.98 0.90

Table 6. Comparativ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space syntax and agent based model test

Space Syntax and Test A Space Syntax and Test B

Conn CV Int Int3 V.Con Conn CV Int Int3 V.Con

Case1 0.997 0.918 0.952 0.920 0.992 Case1 0.956 0.805 0.993 0.982 0.988

Case2 0.998 0.822 0.660 0.932 0.771 Case2 0.847 0.396 0.978 0.939 0.760

Case3 0.999 0.992 0.940 0.940 0.992 Case3 0.993 0.969 0.974 0.974 0.977

Case4 0.997 0.853 0.911 0.958 0.952 Case4 0.953 0.767 0.945 0.959 0.895

Case5 0.995 0.966 0.987 0.992 0.951 Case5 0.997 0.949 0.999 1.000 0.929

Case6 0.998 0.975 0.892 0.940 0.980 Case6 0.983 0.914 0.954 0.970 0.942

Case7 0.981 0.906 0.890 0.886 0.646 Case7 0.914 0.767 0.922 0.937 0.708

mean 0.995 0.919 0.890 0.938 0.898 mean 0.949 0.795 0.966 0.966 0.886

＊Conn: Connectivity / CV: Control Value / Int: Integration / Int3: Local Integration / V.Con: Visual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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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는 오히려 높아진 것을 미루어 공간구문론

의 천이확률을 적용한 행위자기반모델의 분석방법

보다 완전자유보행을 적용한 분석방법이 공간위상

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더욱 높은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이 기존의 고정화된 확

률론을 바탕으로 하는 공간구조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분석방법의 제시와 더불어 효과

적인 공간분석방법 및 평가도구로 활용방안으로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뮬레이션 기법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그리

고 게임과 같은 영상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긴급상

황(재난)시의 군중행동이나 건축설계, 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이러한 

분석방법의 새로운 접근은 네트워크 및 보행자모델

기반의 목적보행 시뮬레이션분석에 따른 보행자흐

름 및 밀집도에 관한 예측기술개발에 있어 유용한 

평가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기존 

이론에 비해 보다 현실반영에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이상으로 행위자기반모델과 기존의 공간구조이

론 간의 비교평가 및 타당성 검증를 통해 접근과 통

합이라는 측면에서 실증적 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공간구문론이 가지는 한계점

을 살펴보고 행위자기반모델을 적용하여 예시모델

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간분석에 관한 접근법과 함께 

공간분석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 그래프분석이론이 가지고 있던 정

적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분석이 행위자기반모

델의 도입으로 인해 동적분석 방식을 차용한 공간분

석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는데 차이가 있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었다.

첫 번째, 공간구문론 분석에서 전체통합도와 국부

통합도의 평균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순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방향 연결구조의 Case2의 경우 전체통

합도 보다 국부통합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예시모델과는 달리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는 분기가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공간명료도는 전체공간에 있어서 공간구

성 및 연결관계에 뚜렷한 규칙이 나타날 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행위자기반모델을 적용한 

분석방법으로 공간의 명료도를 상승하기 위한 방안

을 찾는데 있어서 공간구문론의 보완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가시성그래프이론을 적용한 결과와 공간

구문론의 분석지표 결과를 비교하면, 공간구문론 분

석결과와 비교분석시 가시성그래프이론은 시각적 

연결관계를 깊이로 간주하므로 그래프 분석이론의 

유사한 공간분석 접근법이긴 하나, 결과는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Case2, Case7번에서 국부통합도가 높은 

공간에서 높은 시각적 연결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Case4와 Case6에서는 통합도의 순위와 비교해 보았

을 때, 완전비례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공간구문론의 연결도가 높은 공간과 시각적 연결도

가 높은 공간이 나타내는 시각적 차폐에 따라 가시적 

연결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통행빈도(PFA)의 지표를 도입하여 공간

접근성에 관한 행위자기반모델 분석결과, 공간구조

론의 천이확률의 원리를 적용한 실험보다 모든 공간

으로의 접근가능성을 둔 완전자유보행모델을 적용

한 전공간연결의 행위자기반모델 실험결과에서 공

간구문론을 통해 도출된 단위공간들의 통합도의 결

과와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 번째, 공간구문론 분석지표와 인접공간연결 

실험에서 나타난 통행빈도의 상관관계 분석실험과 

전공간연결 실험에서 나타난 통행빈도간의 상관계

수를 비교했을 때, 연결도 및 통제도의 상관계수는 

낮아졌고, 통합도와 국부통합도의 상관계수는 높아

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행위자기반

모델이 기존의 공간구조론에 비해 새로운 공간분석

방법으로의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

였다.

본 연구의 예시모델은 프로토타입의 공간을 이용

해 분석을 실시한 연구이지만 행위자기반모델 실험

을 통해 기존의 공간구조론을 비교평가하였으며, 이

를 통해 기존의 공간구문론에서 겪었던 확률중심의 

공간분석방법이 사건중심형 공간구조분석인 행위자

기반모델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일련

의 집합현상을 예측하는 실시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좀 더 보완된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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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공간구문론의 원개념은 전체공간

에 있어서 인접공간에 대한 연결관계 분석이지만 실

제로는 전공간연결의 완전자유보행상태까지도 예상

가능한 이론이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공간구문

론이 정적분석에 입각한 것이기에 입증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었으나, 행위자기반모델을 이용한 이산사

건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위자기반모델은 보행자모형 공간에서 일

어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좀 

더 현실적인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며, 병원검진, 피

난대피환경에서의 공간의 효율성 등 다중이 사용하

는 공간에서의 균질도 및 밀집도 등 실제공간에서의 

활용방안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신뢰성 검증

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이산산건 시

뮬레이션 분석방법론의 도입을 적극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써 복잡계 해석의 새로운 전기

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실존하고 있는 공간을 모

델로 적용하여 공간배치 및 보행자 동선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와 같은 공간형태별 목적보행에 관한 매커

니즘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REFERENCE

[ 1 ] M.S. Kim, The ERAM Model Based on

Visibility of Space, Master’s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6.

[ 2 ] S.T. Kim, A Study on the Muiti-Dimensional

Space Analysis Model using 3D Graphic

Engine, Doctor‘s Thesis of Hanyang Univer-

sity, 2008.

[ 3 ] S.J. Oh, A Study on the Spatial Configuration

Analysis Using Agent-based Model, Doctor’s

Thesis of Kookmin University, 2014.

[ 4 ] Y.G. Choi, Society and Space, Spacetime,

Seoul, Korea, 2003.

[ 5 ] K.H. Yeon and H.Y. Hwang, “A Study Based

on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eongju City

Street Network by with the Space Syntax

Model,” Proceeding of the Fall Conferenc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pp. 40-49,

2004.

[ 6 ] J.H. Yoo, S.Y. Jung, C.Z. Lim, and S.K. Yoon,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pace

Analysis Methods for Prediction of Visitor’s

Distribution in Exhibition Spaces,” P roceed-

ing of the Fall Conference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pp. 179-182, 2010.

[ 7 ] K.T. Jeong and J.W. Choi, “A Experimental

Comparison Among Quantitative Space

Visibility Analysis Techniques,”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9, No.

1, pp. 23-30, 2013.

[ 8 ] S.J. Oh and S.T. Kim, “A Basic Study on the

Spatial Analysis Using Agent-based Model,”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

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16, No. 5, pp.

75-83, 2014.

[ 9 ] K.H. Lee and S.J. Oh, “A Study on the Agent-

based Analysis Model Using Spatial Adjust-

ment Variables,” Journal of the Korea Insti-

tute of Culture Architecture, No. 51, pp. 264-

271, 2015.

[10] S.H. Yoon and S.T.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Time Flow Model On Spatial Using

Behavior of Agent,” P roceeding of the Fall

Conference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pp. 64-67, 2016.

[11] S.H. Yoon and S.T. Kim, “A Study on the

Flow Model Characteristic For Complex

System Interpretation,” Proceeding of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pp. 251-254, 2016.

[12] S.Y. Ok, “Large-Scale Realtime Crowd

Simulation Using Image-Based Affordance

and Navigation Potential Fields,”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7, No. 9, pp.

1104-1114, 2014.



2013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간구조론의 검증 및 평가

윤 소 희

2013년 2월 인제대학교 디자인대

학 학사졸업

2015년 2월 인제대학교 대학원 u

디자인학과(디자인학석

사)

2015년 3월～현재 인제대학교 대

학원 디자인학 박사과정

김 석 태

1995년 2월 국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2008년 8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1995년 1월～1999년 10월 서울건

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설

계실

2001년 9월～현재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