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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ocial phenomenon that occurs in a physical space is said to be a complex system. However, space syntax,

which is commonly employed by researchers to identify such social phenomena, has various limitations in

interpreting their complexity. On the other hand, agent-based modeling considers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the

personality of the agent, objective-oriented work flows, estimation according to time flows and better prediction of

space use through diverse parameters depending the situation,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The

agent-based method thus has the potentials to be developed as an alternative to space syntax techniques. In

particular, discrete event driven simulation(DEVS), which is part of the agent-based modeling method, embraces

the concept of networks just like space syntax, which allows a possible theoretical linkage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a procedural model of agent-based DEVS reflecting two different connection methods, i.e.

connections between adjacent areas and those of the entire space, and attempt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nd regional indices of space syntax. A number of spaces were selected as examples—one

for a preliminary experiment and eight modified for the main experiment—and space syntax and DEVS were

applied to each of the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ults led to the conclusions as follows: 1) Adjacent

connections were closely related to local indices, while the whole-space approach to regional indices. Local

integration shows both characteristics. 2) Observation of the time flow model indicated a faster convergence with

the range of 1 to 3-fold of the total time of one lap, with the error of less than 10%. 3) The heat map analysis

showed more obvious characteristics of using the space for the entire space rather than adjacent connections. 4)

Space syntax shows higher eligibility than A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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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산업계 및 모든 학문분야에서 복잡계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복잡계의 분석은 수열 등을 이용한 수리적 방법,

조사에 의한 사회통계학적 방법 등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복잡계 분석은 관계되는 요인이 워낙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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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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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이기 때문에 수리적 방법으로는 다양한 학문에서

직관분석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사회통

계학적 방법의 경우에는 긴 조사기간과 비용․인력이 필

요하고 특정한 변수의 개입이나 상황변경에 따르는 사전

예측의 융통성이 부족하다. 이에 수학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복잡계 해석방법론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발표된 다양한 공간구조이론들은 사회학

적인 관점에서 공간을 분석하지만, 근간은 수리모델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체에 대한 복잡한 성격부여에

제한이 있고, 공간은 일종의 비정형 변수(형태)인 관계로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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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상정한 설득적 분석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

반면에 행위자기반모형(이하 ABM)은 행위자 속성부

여, 목적형 시나리오 및 워크플로우, 다층적 공간모델,

시간적 유동, 분포 및 밀도 측정모델 등 복잡계 해석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의 적용과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구조이론의 한계를 극복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간구문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산사건 시뮬레

이션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적용에 앞서 기존의 공간구

문론과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상호비교검증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이산사건시뮬레이션의 적용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기반모형이 공간구문론과

가치중립성이라는 전제에서 일치정도를 파악하고, 역으

로 이산사건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공간구문론의 지역,

광역변수를 개념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산사

건 시뮬레이션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설계)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론적으로 공간구문론의 단위공간과 ABM의 노드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간구문론과 ABM

(특히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은 모두 네트워크, 즉 개체간

의 연결구조 파악에 의해 공간을 연계시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연구의 착안은 이러한 두 분석방법론의 공통점에서 출

발하고 있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존의 공간구조이론 중에서 도시 및 건축공

간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간구문론의 광역지표와

지역지표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ABM에서

인접공간연결방식과 전공간연결방식, 두 가지 시뮬레이

션방식을 제안한다.

두 번째, 예비실험공간을 설정하여 공간구문론과 ABM

에 각각 적용하고, 시간유동에 따른 수렴현상(시간)과 특

성을 파악한다.

세 번째, 공간구문론은 광역지표(통합도)와 지역지표

(연결도, 통제도)로 산출하고, ABM은 인접공간연결, 전

역공간연결, 두 가지 방법으로 설계된 절차모델을 적용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 두 방법론의 지표를 비

교하여 ABM의 네트워크 연결방식의 특성을 파악한다.

네 번째, 8개의 변형된 예시(실험)공간을 설정하고, 공

간구문론 분석과 ABM의 보행자 시뮬레이션을 각각 수

행하여, 두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

해 ABM모델을 적용한 공간분석에서 광역지표와 지역지

표의 선택적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ABM에 의한 공간분석은 서비스절차(service procedure)

와 행위자(agent)에 대한 속성 정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치중립적 이론인 공간구문론과의

비교를 위하여 밀도 및 경유자수의 측정만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실제공간이 아닌 가상의 예시공간을 적용하

고 있다. 또한 공간구문론과 동일하게 서비스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단순 자유보행상황만을 전제로 하고 있으

므로, 행위자에 대한 특정한 속성부여는 오히려 결과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 속성과 공간이용행태에 대한 부분은 본

연구의 내용과 관계없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는 구분하

여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공간구문론과 행위자기반모형

2.1.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복잡계는 다양한 개체로 이루어진 계를 의미한다.

이 복잡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잡계안의 질서와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가 행위자기반모

형(Agent based Model)이다.

ABM분석에서 행위자(이하 에이전트)는 각 에이전트

개체에게 부여된 성격과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공간 내

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율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유동적이고 유기적인 에이전트의 행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한 군집적 패턴을 보이게 되며, 이

패턴을 바탕으로 공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특

성이나 리스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ABM은 행동모형, 시스템 다이나믹스, 이산사건모형

등의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는 1950년대 Jay

Forrester에 의해 최초 제안된 통태적이고 지극히 추상

적인 시뮬레이션 방법론으로, 개체간의 반응이나 속성교

환 등에 의해 군집의 패턴진화를 예측하는 이론이다. 주

로 정치, 경제(산업조직), 도시성장, 환경문제 등 대규모

(strategic level) 분석에 적용되고 있다.

행동모형은 행위자(사람 또는 장비)의 자기결정 및 변

형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론으로서 정책,

군사, 의학(감염)분야 등 중규모(tactical level) 사회현상

을 예측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반면에 이산사건모형(discrete event model)은 두 이론

보다 구체적이어서 세밀한 상황(operation level)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산업공학, 교통공학 등의 분야에서 생

산이나 수송효율 예측을 위한 네트워크 개념의 분석시뮬

레이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산사건모형은 네트워크로 구성된 절차모델링(이하

PML; process modeling library)에 의해 제어되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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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결관계(동선)를 네트워크 구조로 해석하는 공간

구문론과 개념적으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산사건모형은 공장의 컨베이어나 철도레일과 같이 하

나의 라인에서 작동되는 네트워크 시뮬레이션과 복도나

홀 등, 공간 내에서의 행동분석인 보행자(pedestrian) 시뮬

레이션로 구분할 수 있다.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에서는 개체(에이전트)의 속도가

모두 동일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동일 라인에서 후방

의 개체가 전방의 개체를 추월할 수 없다. 반면에 보행

자모형은 워크플로우(절차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는 네트워크 시뮬레이션과 동일하지만, 이동라인에 폭(면

적)의 개념을 부여할 수 있고 에이전트에게 부여하는 속

성에 따라 에이전트 상호간, 또는 공간과 에이전트 간에

특정작용을 설정(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산사건모델 중 보행

자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산사건모델은 이벤트(사건)에 의해 시작(trigger)되기

때문에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이하 DEVS; discrete event

driven simulation)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정의된 절차(워

크플로우)는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

건(event)의 발생을 요구한다.

가상의 공간 내에서 자기속성이 프로그래밍된 객체들

의 행동은 네트워크에 의한 정형화된 로직에 의해 확률

적 또는 반응적으로 움직이며, 종료노드(sink)를 통해 공

간(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된다.

2.2. 공간구문론

이미 여러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공간구문론은 도

시, 건축, 실내공간을 넘어서, 관광, 경영, 지리, 예술, 경

제, 복지, 조경, 농업, 생태 등 학문, 산업전반에서 광범

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공간구문론은 행태나 규모를 배재하고 정의된 단위공

간1)간의 연결관계만을 고려한 공간구조분석 방법론이기

때문에, 단위공간간의 깊이관계, 즉 구조적 인접성이 공

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개념적인 지표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이 지표는 산출에 적용되는 근거데이터의 깊

이 범위에 따라 지역지표와 광역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연결도는 공간구문론의 가장 기초적인 지표로서 각 단

위공간에서 그에 구조적으로 인접된 부속공간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방법(경우)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연결도는

지표를 산출할 때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공간만을 고려

하므로 전형적인 지역지표라고 할 수 있다.

1) 단위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은 축선도(axial map)방식과 볼록공간도

(convex map)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볼록공간도

를 적용하였다.

통제도는 연결도와 반대로 특정 단위공간이 구조적으

로 인접한 단위공간으로부터 연결되는 경우의 확률만큼

을 취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결도가 각 2, 3, 4인 3개

의 단위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위공간의 통제도는

1/2+1/3+1/4이 되며, 연결도와 마찬가지로 전체공간구조

와 관계없이 바로 연결된 단위공간만을 고려하므로 지역

지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도는 공간구문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

인 지표로서, 공간의 위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개념적 지표이다. 전체공간에 대한 특정 단위공간의 위

상(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간전체에 대한 구조적

관계성을 모두 감안하여야 하므로 광역지표로 분류된다.

통합도가 전체공간에 대한 단위공간의 위상을 파악하

는데 반하여 국부통합도는 단위공간에서 지정된 깊이 n

만큼까지만을 공간으로 적용하므로, 지역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연결도와 통제도가 인접공간(depth=1)

만을 고려하지만 국부통합도는 깊이 n까지를 지표산출에

포함하므로 일부 광역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특히 전체 단위공간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광

역지표와 특성이 유사해 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지표는 연결도와 통제도를,

광역지표는 전체통합도를 활용하였으며, 국부통합도를

광역과 지역지표의 혼합인 준지역지표로 간주하였다.

3. 예비공간 시뮬레이션 및 시간유동분석

3.1. 예시공간 및 실험설계

본 실험(시뮬레이션)에 앞서 기초적 예비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에 <그림 1>의 좌측도와 같이 4(가로)×4(세

로)의 격자구조로 구성된 16개의 단위공간을 갖고 있는

형태의 공간을 예시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각 단위공간에서 모든 인접단위공간으로 모두 개방된

상태로 구성하여 DEVS 보행시뮬레이션과 공간구문론

분석을 각각 수행한 후, 상호 비교하였다.

<그림 1> 예시공간과 볼록공간도 분석결과

(1) 볼록공간도 분석

2) 전체 단위공간의 수가 적을수록 전역적 성질을 타나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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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단위공간을 볼록공간(convex map)으로 정의하

고, 공간구문론을 적용하여 광역지표와 지역지표를 산출

하였으며, 분석어플리케이션은 서울대학교 건축도시공간

연구실에서 개발된 S3cube를 이용하였다.3)

그림 1의 우측도는 볼록공간도 분석결과로서, 예시공

간이 상하좌우 대칭(symmetry)인 루프(또는 ring)형 구

조이므로 연결도가 서로 다른 중앙(F, G, I, K), 가장자

리(B, C, E, H, I, L, N, O), 모서리(A, D, M, P), 3개의

그룹별로 각각 다른 값을 나타내게 된다.<표 1>

지역지표 광역지표

연결도 통제도 국부통합도 전체통합도

중앙(F,G,J,K) 4 1.167 1.681 1.551

가장자리(B,C,E,H,I,L,N,O) 3 1.083 1.306 1.054

모서리(A,D,M,P) 2 0.067 1.000 0.798

<표 1> 예비실험모델의 공간구문론 분석결과

(2) ABM 분석

ABM의 보행시뮬레이션은 네트워크 시뮬레이션과 달

리 공간모델(평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

로 보행 시뮬레이션은 공간모델과 절차모델(PML)이 한

쌍을 이루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된다.4)

공간모델은 에이전트의 이동에 제약을 주거나, 거리

또는 행동영역 등 물리적 변수에 영향을 주며, PML은

에이전트의 행동절차, 즉 목적공간의 이동순서와 분기확

률, 서비스 및 대기시간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식(DEVS)을 적용하여 실험을

설계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공간구문론의 원리적 개념을 PML에

도입한 방식으로, PML의 노드(단위공간)간 네트워크의

연결과 단절로 공간구조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각 케이스별로 각각의 다른 구조의 PML이 필요하며, 이

때 각 노드마다 분기되는 확률은 "1/연결도5)"가 되므로

노드별로 분기되는 확률도 달라지고 된다.6)

이 방법에서는 PML에 의해 에이전트의 이동을 제어하

므로 공간모델(평면)에서 인접공간으로 개구부를 열어놓

아도 PML의 네트워크가 끊어져 있거나 이동확률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에이전트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7)

3) 최재필, 최현철, 조영진, 조형규, 김민석, 공간분석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1권, 10호, 2005.10

4) 엄밀히 말하면, 공간모델과 절차모델 외에 행위자모델도 영향을 주

지만, 본 연구에서는 에이전트에게 기본적 속성(보행속도와 상호회

피)외에 별도의 판단능력이나 성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

수가 되지 않는다.

5) 연결도는 단위공간에 부속된 개구부 수와 동일하다.

6) 예를 들어 개구부가 3개인 단위공간은 연결도가 3이므로, 각 인접

단위공간, 즉 PML상의 노드별로 분기되는 네트워크의 확률이 각

각 1/3이 되는 것이다.

7) 그러므로 사실상 공간모델(평면)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에이전트 이동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8개의 대안

별로 벽체를 구획한 공간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개구부의 폭

에 의한 영향을 제외하고는 공간모델이 에이전트의 이동에 영향을

본 논문에서는 이 방식을 인접공간연결방식(PML제어

방식)으로 지칭하며, 직접 연결된 노드로의 연결과 분기

확률만 지정하므로 지역적 시뮬레이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PML상의 각 노드(단위공간)에서 자신

을 제외한 나머지 15개의 노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네트

워크를 모두 연결한 것이다. 각 단위공간에서는 나머지

15개의 단위공간으로 어디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위공간의 인접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1/15의 확률을 가지

게 되며, 따라서 하나의 PML만 있으면 된다.

이 경우 에이전트의 행동은 공간모델의 조절에 따른

벽체의 개방, 차폐로 제어하게 된다. 따라서 케이스별로

서로 다른 공간모델 8개가 각각 필요하다.

이렇듯 네트워크의 전역적 연결방식을 본 논문에서는

전공간연결방식(공간모델제어방식)이라고 지칭한다.

이벤트의 발생은 16개의 단위공간에서 각각 에이전트

(사람)를 발생시킴으로서 시작되도록 하였으며, 시나리오

에 종점(sink)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루프 형식의 워크플

로우를 가지도록 표 2와 같이 PML을 구성하였다.8)

에이전트는 시작과 동시에 단위공간당 5명씩 발생시키

고 시간에 따라 개체수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종료점(sink)이 없기 때문에 공간 내에는 총 80명9)의 에

이저트가 종료시까지 유지된다. 이 에이전트들의 이동경

로(위치)를 추적하여 밀도와 경유자수를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보행자(에이전트)의 초기속도는

0.3~0.7m/sec, 정규속도는 0.5~1.0m/sec, 에이전트의 크기

는 0.4~0.5m로 설정하였다.10)

보행자 분석어플리케이션은 Anylogic 7.3.611)을 이용

하였다. 측정방법은 단위공간에 사각형(rectangle)의 측정

영역을 설치하고 시뮬레이션과정에서 이 측정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에이전트의 수12)를 초당(second) 카운트

하여 엑셀시트로 보내 통계처리 하였다.13)

본 연구에서 사용한 Anylogic을 비롯한 NetLogo,

Arena등 대부분의 ABM분석 어플리케이션들이 영역에

대한 밀도측정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역 내 에

주지 않는다.

8) 무한루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행위자기반모형에서는 개념적으로

반드시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존재해야 한다. 다만 종점으로 이동

하는 모든 네트워크의 확률을 0로 설정하고, 나머지 확률을 타 노

드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무한 반복하는 것이다.

9) 5명x16개 단위공간

10) 초기속도= uniform(0.3, 0.7). 정규속도uniform(0.5, 1), 보행자크기

niform(0.4, 0.5)로서, 정규속도로 보행 중 벽체와의 거리 또는 보

행자간의 거리를 항상 0.4~0.5m를 유지하는 것이다.

11) www.anylogic.com

12) 각 단위공간마다 측정영역을 사각형(rectangle) 형태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측정시각에 에이전트가 문의 위치(단위공간과 단위공간의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측정에서 제외된다.

13) Anylogic에서는 JAVA플랫폼의 사용자 개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영역(rectangle)을 16개소 설치하고, 측정(감지)한 에

이전트의 수와 밀도를 실시간 그래프로 전송한 후, 이를

copy-paste 방식으로 엑셀시트로 전송하여, 로데이터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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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트 밀도측정루틴은 자체적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인접공간연결(PML제어) 전공간연결(공간모델제어)

<표 2> 전공간 개방 실험모델의 PML

3.2. 기초분석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시각화한 히트맵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인접공간연결방식과 전공간연결방식의 결과

간에 상당부분 다른 패턴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접공간연결방식에서는 전체적으로 에이전트의 분포

가 균질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전공간연결방식은 각

단위공간의 출입구 주변에 밀도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접공간연결방식의 경우 특정노드에서 직접 연결된

인접노드로 이동한 에이전트는 PML에 따라 다음 목표

지점(노드)을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반면, 전공간연결방식

에서는 인접노드 뿐만이 아닌 모든 노드가 목적지로 설

정되어 있으므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과정

에서 경로상의 여러 노드를 불가피하게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14)

인접공간연결(PML제어) 전공간연결(공간모델제어)

<표 3> 전공간 개방 실험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

다만 히트맵만으로는 이러한 특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

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별로 측정한 에이전트의 경유수와

밀도데이터를 통해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는 인접공간연결방식과 전공간연결방식을 각각 5

시간(18,000초)동안 시뮬레이션한 후, 16개 측정영역마다

1초 단위로 얻은 경유자수와 밀도[%]를 평균하여 각 단

위공간별로 표시한 것이다.

14) 노드를 경유한다고는 하지만 PML상에서 연결된 노드로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평면상에서 단위공간을 거쳐서 목적 단위공간

으로 이동하므로, 노드를 거치는 것과 같이 보인다는 것을 말한다.

18,000개 셀의 상관계수 통계결과 16개 측정지점의 밀

도와 에이전트의 수(경유자)는 정확히 비례관계  

에 있었다. 이는 단위공간의 크기가 모두 같기 때문임을

확인한 것으로, 이후 나머지 실험에서는 경유자수만 활

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3.190

(3.34%)

4.801

(4.99%)

4.734

(4.88%)

2.816

(2.80%)

1.859

(1.94%)

3.174

(3.30%)

3.311

(3.45%)

2.028

(2.11%)

4.222

(4.43%)

6.144

(6.41%)

5.689

(6.00%)

4.419

(4.79%)

4.065

(4.23%)

7.409

(7.71%)

7.293

(7.59%)

4.143

(4.31%)

4.269

(4.64%)

6.151

(6.45%)

6.120

(6.35%)

4.602

(4.75%)

4.523

(4.71%)

8.609

(8.96%)

7.581

(7.89%)

3.330

(3.47%)

2.911

(3.03%)

4.455

(4.57%)

4.566

(4.63%)

3.056

(3.09%)

1.861

(1.94%)

4.217

(4.39%)

4.059

(4.23%)

1.761

(1.83%)

인접공간연결 전공간연결

<표 4> ABM분석(경유자수 평균과 밀도평균%)

3.3. 시간유동 분석

ABM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시뮬레이션과정에서 측정

시점(시간)에 따라 결과 값에 변동이 생기는 시간유동모

델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보통 시간이 경

과됨에 따라 일정한 군집적 패턴을 보이거나 수치적으로

특정 값으로 수렴되는 창발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간구문론 지표와의 비교하기 위해서는 창발

현상이 발생하는 특정(최소)시간의 산출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하여 예비공간의 장시간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으

로 수렴시간대를 도출하여, 변형모델 시뮬레이션의 데이

터 수집량의 논리적 근거로 삼았다.

예비공간을 5시간(18,000초) 시뮬레이션하여 산출한 평균

값과 구간(second)별로 평균한 중간값과의 차이(오차)를 계

산하여 보면 <그림 2>, <그림 3> 그래프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2> 인접공간연결 실험모델의 시구간별 평균(1~3600초)

<그림 3> 전공간연결 실험모델의 시구간별 평균(1~36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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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살펴보면 두 연결방식 모두 일정시간 경과하

면서 평균값으로 안정화되는 수렴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수렴은 인접공간연결방식보다 전공간연결

방식에서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량적으로 계산해 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

난다. 인접공간연결방식에서 공간전체에 대한 평균값은

시뮬레이션 시작 후 132초~140초 사이에서 5시간 평균과

의 오차가 1%이하로 떨어지며, 전공간연결방식은 268~

274초에서 1%이하범위로 진입한다. 즉, 산술적으로는 인

접공간연결방식이 전공간연결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빠르

게 수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공간오차가 아닌 각 셀의 오차 평균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오차를 절대값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5시간대비

평균오차가 10%이하로 떨어지는 지점은 인접공간연결에

서는 652~655초, 전공간연결에서는 215초로 나타난다.

단위공간 중심간 거리가 10.8m이고, 최고공간깊이(모

든 단위공간을 일주하는 데 필요한 공간의 수)가 15이므

로, 에이전트의 최장이동거리는 162m가 된다.

여기에 에이전트의 속도가 0.5~1.0m이므로, 모든 공간

을 순회한다고 가정하면 162~324초(평균216초)가 소요될

것이다. 이는 전공간연결방식의 오차 10%이하 수렴시간

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고, 인접공간연결방식의 경우

대략 3배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나머지 실험모델의 시뮬레이션을 1

시간(3600초)으로 설정하였다. 1시간 시뮬레이션일 경우

5시간 시뮬레이션대비 인접은 0.341% 전체는 0.291%의

오차가 발생한다. 또한 단위간간 오차의 절대값 평균에

대한 오차는 인접공간연결은 4.9%, 전공간연결은 5.8%로

파악되었다.15)

3.4. 방법론간 비교분석

(1) 공간구문론과 ABM분석의 관계

공간구문론 분석지표<표 1>와 ABM분석지표<표 4>

간을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에 의해 관계성을 분석, 정리

하면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공간구문론의 연결도 지표와 ABM지표간의 상관

계수는 인접공간연결방식, 전공간연결방식 모두 0.945의

동일한 값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제도와 ABM지표간의 관계는 인접공간연결방식

  , 전공간연결방식  관계성은 인정되

나, 모두 0.9이하로 나타나 연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

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부통합도와 전체통합도는 인접공간연결방식

과 전공간연결방식 모두에서 0.9이상의 값을 보임으로서,

높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5) 전체 에이전트의 수의 합산이 아닌, 각셀마다의 오차에 대한 절대

값의 평균

공간구문론의 지역지표-광역지표와 ABM의 인접공간

연결방식-전공간연결방식 간의 관계는 지역지표인 연결

도에서는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제도는 인접공

간연결방식과, 준지역지표인 국부통합도와 광역지표인

전체통합도는 전공간연결방식과 관계성이 더 높은 것으

로 종합할 수 있다.

model space syntax
ABM

전체/인접 전체-인접 비고
인접 비교 전체

case-0
지역

연결도 0.945 = 0.945 100.0% 0.000

통제도 0.874 >> 0.735 84.1% -0.139

국부통합도 0.940 < 0.963 102.5% 0.024

전역 전체통합도 0.912 < 0.984 107.9% 0.072

<표 5> 사전예시공간의 공간구문론-ABM간 지표간 상관계수 비교

(2) 지역분석과 전역분석 간의 관계

공간구문론에서는 지역지표와 광역지표간의 관계를 명

료도(intelligibility)라는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16)

명료도는 지역지표와 광역지표간의 상관관계로 정의하

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지표로 국부통합도, 광역

지표로 전체통합도를 적용하여, 두 지표17)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산출을 통해 명료도를 산출하였다.

예비실험모델의 공간구문론 지역-광역지표간 상관계

수(명료도)는 0.9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예비실

험모델이 단순한 대칭적 반복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공간명료도 산출방식을 근거로 ABM분석

에서도 동일하게 인접공간연결방식(지역적 시뮬레이션),

전공간연결방식(전역적 시뮬레이션)간의 상관계수를 계

산한 결과 0.881로 상당부분 관계성을 갖고는 있지만 공

간구문론 결과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접공간연결방식과 전공간연결방식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공간간의 관계정의라는 측면에서 개

념적으로는 같지만 네트워크 설계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

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도출하고자 하는 지표의 광역

또는 지역적 성격에 따라 서로 방법이 필요함을 암시하

는 것이다.

4. 변형모델의 적용과 이론간 비교

4.1. 실험모델의 설정

공간구문론의 지역-광역지표와 시뮬레이션방식간의 관

계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도출하기 위하여 예비실험에 사

16) 명료도는 통합성과 분리적 특성간의 관계, 즉 공간의 부분적 형태

가 전체의 구조와 얼마나 닮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명료도가

높은 공간은 구조를 인식하기 쉬운 구조이며, 방문자가 그 공간을

방문할 때 길찾기가 수월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7) 16개 단위공간의 각 지표(통합도, 국부통합도)간의 상관계수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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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예시공간의 공간구조를 변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변형모델은 공간의 구조적 형태가 고르게 섞일 수 있

도록 예비실험모델에 공간연결형태(tree-ring), 구조적 대

칭성(symmetry-asymmetry), 깊이(deep-shallow), 이렇

게 3가지 변수를 상반되게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

였다.

이에 <표 6>과 같이 루프타입과 트리타입 적용모델

각 4개, 대칭과 비대칭 구조 각 4개, 총깊이가 깊은 구조

와 얕은 구조 각 4개를 교차 적용하여 모두 8개의 케이

스로 변형모델을 구성하였다.18)

보행속도, 출현빈도, 개체수 등 에이전트환경은 예비실

험의 설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전장의 시간유동모

델 실험결과에 의거하여 예시공간(case)당 각 3,600초(1

시간)씩 시뮬레이션하면서 데이터(에이전트의 경유수)를

측정하였다.

case No. 타입 대칭
깊이 code

(속성)유형 

1 Tree Symmetry Shallow 6 TSS

2 Tree Symmetry Deep 15 TSD

3 Tree Asymmetry Shallow 6 TAS

4 Tree Asymmetry Deep 10 TAD

5 Ring Symmetry Shallow 6 RSS

6 Ring Symmetry Deep 10 RSD

7 Ring Asymmetry Shallow 6 RAS

8 Ring Asymmetry Deep 10 RAD

<표 6>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4개의 예시공간의 구조적 특성

인접공간연결방식은 예비실험과 마찬가지로 표 8과 같

이 인접공간과의 연결관계, 즉 개구부의 유무에 따라 노

드간 네트워크를 연결-단절시키는 방법으로 8개의 각기

다른 PML을 작성하여 적용하였다.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case-8

<표 7> 인접공간연결방식에서 사용된 노드간 연결형태

18) 공간구문론에서의 총깊이(; total depth)를 의미하며, 얕은

(shallow) 케이스의 는 모두 6이며, 깊은(deep)모델은 의도적

으로 가장 깊게 만든(하나의 라인으로 구성된)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이다. 가장 깊은 케이스(case-2)의 는 15이다.

case-1(TSS) case-5(RSS)

case-2(TSD) case-6(RDS)

case-3(TAS) case-7(RAS)

case-4(TAD) case-8(RAD)

<표 8> 인접공간연결방식에 적용된 8가지 예시공간의 PML

반면에 전공간연결방식은 모든 노드가 연결된 예비실

험의 PML을 그대로 사용하고 <표 9>와 같이 개구부의

위치가 변경된 8개의 공간모델(평면)을 각기 적용하였다.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case-8

<표 9> 전공간 연결방식에 사용된 공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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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방법론별 지역-전역 분석

(1)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의 지역지표와 광역지표간의 피어슨 상관계

수19)는 최소 0.680(case-2)에서 최대 0.973(case-1)으로 평

균 0.856의 상관성을 보였다.<표 10>

이중 상관성이 높은 case-1(TSS, 1위)과 case-7(RAS,

2위)의 공통점은 공간깊이가 얕다는 점이다. 상관성이 유

독 낮게 나타난 case-2(TSD, 7위)와 case-8(RAD 7위)도

구조적 타입, 대칭성은 서로 상반되나 공간의 총깊이가

깊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간구문론에서는 공간의 총깊이

가 공간명료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2) ABM

인접공간연결방식과 전공간연결방식간의 상관계수는

최소 0.341(case-2)에서 최대 0.956(case-1)이다.

평균은 0.713으로 공간구문론보다는 낮은 값을 나타내

고 있었으나, 최소값의 케이스(case-2)와 최대값의 케이

스(case-1)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난 case-2(TSD, 7위)와 case-8

(RAD, 8위)의 공통점은 총깊이가 깊다는 점으로서 공간구문

론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공간구문론에서 높게 나타

났던 case-1(1위)과 case-8(4위)도 높게 나타났으나, 가장 높

게 나타난 case-1(TSS, 1위)과 case-6(RSD, 2위)의 공통점

은 대칭구조라는 점에서 공간구문론과는 차이가 있다.

(3) 분석종합

지역-광역지표간 상관계수는 공간의 명료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값의 크기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제시된 모델은 대체적으로 공간구문론, ABM 모

두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은 공간구문론

의 지역지표-광역지표와 인접공간연결-전역공간연결방식

간의 관계성이다.

표 10과 같이 케이스를 순위별로 랭크시키면 공간구문

론의 특성과 ABM의 특성이 대략적으로 일치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20)

이를 상관계수로 산출하여보면 8개 실험모델의 공간구

문론 지역-광역지표간 상관계수와 인접공간연결-전역공

간연결 상관계수끼리의 상관계수는 0.920으로 관계가 매

우 높게 나타남으로서, 공간구문론의 지표는 ABM으로 검

증이 가능하고, 역으로 ABM은 공간구문론의 원리를 기반

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이 이론적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DEVS는 공간구문론의 가치중립성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변수의 도입과 구체적 시

간분포모델을 구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19) 공간명료도,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에 의한 결과이다.

20) 순위간 상관계수는 0.8333이다.

분석방법 case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case-8

공간구문론
 0.973 0.680 0.916 0.785 0.960 0.879 0.963 0.691

순위 1 8 4 6 3 5 2 7

ABM
 0.956 0.341 0.721 0.682 0.845 0.896 0.826 0.435

순위 1 8 5 6 3 2 4 7

<표 10> 지역-전역간 (명료도), 인접공간-전체공간 상관계수

4.3. 공간구문론-ABM분석간 관계

(1) 히트맵분석

공간구문론의 결과와 ABM결과간의 상관성을 파악하

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볼록공간

분석도와 ABM분석 히트맵은 <표 11>과 같다.

표의 히트맵을 직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예비실험모

델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접공간연결은 에이전트의

밀도가 보다 넓고 고르게 분포되고, 전공간연결은 공간

구문론의 결과와 유사하게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21)

공간구문론 분석결과와 ABM히트맵을 직관적으로 비

교해 보면 상당부분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case-4의 단위공간-J, case-6의 단위공간-F,G,J,K에

서 부분적으로 상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2) 상관관계 분석

부분적 차이가 수량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하

여 지표간 상관계수 산출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았다.

8개 실험모델 평균으로 종합하면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접공간연결방식은 연결도와 0.939, 통제도와

상관계수가 0.846으로 나타난 반면, 전공간연결방식은 연

결도와는 0.778. 통제도와는 0.549의 상관계수를 각각 나

타냄으로서 공간구무론의 지역지표는 인접공간연결방식

과 관계성이 월등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전체통합도는 모든 모델에서 전공간연결방식이

인접공간연결방식보다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접공간연결의 경우 전체통합도와의 상관계수 평균이

0.722인 반면 전공간연결은 0.896으로 상관성이 44.5% 높

게 나타났으며, 특히 case-1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준지역지표인 국부통합도는 case-1과 case-6을 제외하고

는 모두 인접공간연결방식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평균적으로는 인접공간연결방식과는 0.834, 전공

간연결방식과는 0.859의 상관계수를 보임으로서 전공간연결

방식과의 관계성이 근소하게(6.9%)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1) 3600초(1시간)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보행속도와 에이전트간의 간격

은 예비실험모델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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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전체통합도

(공간구문론)

ABM(보행시뮬레이션)
인접공간연결 전공간연결

1

2

3

4

5

6

7

8

<표 11> 공간구문론과 ABM 분석결과(히트맵)

이는 국부통합도가 지역지표이지만 일정깊이22)까지를

고려하고 있는데다, 본 연구의 실험모델의 총깊이가 6에서

10정도23)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4)

22) 본 연구에서는 r=3으로 적용하였다.

23) 1개(case-2)의 실험모델만 15이고 나머지는 모두 10이하이다.

(   3개,    4개)이므로 3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깊은

공간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4) 국부통합도에서 공간구문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델은

case-4(TAD)와 case-8(RAD)인데, 두모델 모두 공간깊이가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case-6은 전공간연결방식과 관련성

이 근소하지만 더 높게(0.794 >0.725)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추

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깊이별로 분석해 보면 총깊이가 낮은(shallow) 케이스

(1,3,5,7)의 경우 인접공간연결방식과의 상관계수 평균이

0.871인데 반하여 전공간연결방식은 0.973으로 높아 전공

간연결방식과 관련이 높지만, 깊이가 깊은(deep) 케이스

(2,4,6,8)는 반대로 인접공간연결방식(0.895)이 전공간연결

방식(0.716)보다 높게 나타남이 이를 방증한다.

종합하면 공간구문론의 지역지표(연결도, 통제도)는 대

부분의 모델에서 인접공간연결방식(PML제어방식)과 관

계성이 높으며, 광역지표(전체통합도)는 전공간연결방식

(공간모델제어방식)과 관계가 깊은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만, 준지역지표로 설정한 국부통합도는 유효

케이스의 수로 미루어 지역지표와 관계성이 깊은 것으로

보이지만, 총깊이가 높은 예시공간을 이용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odel space syntax
ABM

전체/인접 전체-인접 비고
인접 전체

case-1
지역

연결도 0.989 > 0.975 98.7% -0.013

통제도 0.961 > 0.907 94.4% -0.054

국부통합도 0.913 < 0.923 101.0% 0.009

전역 전체통합도 0.883 < 0.942 106.6% 0.058

case-2
지역

연결도 0.859 >> 0.630 73.4% -0.229

통제도 0.735 >> 0.166 22.5% -0.569

국부통합도 0.794 > 0.725 91.3% -0.069

전역 전체통합도 0.274 << 0.964 351.6% 0.690

case-3
지역

연결도 0.966 >> 0.770 79.7% -0.196

통제도 0.845 >> 0.393 46.5% -0.452

국부통합도 0.919 > 0.891 97.0% -0.027

전역 전체통합도 0.784 << 0.942 120.2% 0.159

case-4
지역

연결도 0.967 >> 0.656 67.9% -0.310

통제도 0.796 >> 0.345 43.3% -0.452

국부통합도 0.976 >> 0.723 74.1% -0.253

전역 전체통합도 0.740 << 0.961 129.9% 0.221

case-5
지역

연결도 0.889 < 0.977 110.0% 0.089

통제도 0.930 > 0.883 94.9% -0.047

국부통합도 0.719 << 0.955 132.7% 0.235

전역 전체통합도 0.622 << 0.914 147.0% 0.292

case-6
지역

연결도 0.979 > 0.903 92.2% -0.076

통제도 0.819 >> 0.668 81.6% -0.151

국부통합도 0.898 < 0.908 101.1% 0.010

전역 전체통합도 0.674 < 0.687 101.9% 0.013

case-7
지역

연결도 0.972 > 0.898 92.4% -0.074

통제도 0.768 >> 0.518 67.4% -0.250

국부통합도 0.935 > 0.925 99.0% -0.010

전역 전체통합도 0.857 << 0.982 114.6% 0.125

case-8
지역

연결도 0.977 >> 0.539 55.2% -0.438

통제도 0.894 >> 0.411 46.0% -0.482

국부통합도 0.910 >> 0.509 55.9% -0.401

전역 전체통합도 0.515 << 0.820 159.1% 0.304

<표 12> 공간구문론 지역-광역 대비 ABM연결방식 상관계수 비교

5. 결론

이상으로 ABM기반 이산사건시뮬레이션의 절차모델

(PML)을 인접공간연결방식과 전공간연결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공간구문론의 지역지표-광역지표와

비교하여 상호 관계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예비실험공간 및 8개의 변형예시공간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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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행위자기반모형은 일정시간에서 에이전트의

밀도가 수렴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수렴시간은 에

이전트가 전체공간을 일주하는 예상시간의 1~3배 정도의

범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에이전트의 밀도(통합

성)만을 측정하는 공간분석이라면 ABM이 비록 시간유

동모델이어도 한정된 시간대의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를 히트맵으로 도식화하여

분포모델(밀집도)을 살펴보면 인접공간연결방식에 비하

여 전공간연결방식은 에이전트의 이동궤적이 보다 선명

하게 나타난다.

세 번째, 상관성 비교분석에서 공간구문론의 광역지표

는 행위자기반모형의 전공간연결방식과 관련성이 크게

나타나고, 지역지표는 인접공간연결 방식과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부통합도는 광역지표보다는 지역지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정도가 연결도나 통제도보다

낮았다. 공간구문론에서는 국부통합도를 지역지표로 분류

하고 있지만, 인접공간과의 관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일

정 깊이까지 공간의 구조를 고려하기 때문에 일부 광역적

인 성격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업시설, 전시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등 건축·실내

디자인과 관련한 다양한 공간의 분석에 공간구문론이 활

발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유인요소, 이용절차, 사용자의

특성이나 행동패턴 등 목적지향적 변수를 적용시키기 어

려웠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한계

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행위자모형은 목적요

인변수를 적용시킬 수 있으면서도,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공간구문론의 결과와 매우 상관성이 높은 지

표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공간구문론의 이론적 가치를

승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얻고자 하는 지표의 지역-광역적 성격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을 달리하는 것이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가

질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행위자 기반모형을 이용한 실제공간에 대

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도출하고자 하는 지표의 성격에

맞추어 네트워크 구성방식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 데이터

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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