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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간특성은 사회 환경을 반영해 왔으며, 반대로 

공간특성이 사회적 환경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공간

을 분석하는 것은 공간의 가치와 문화를 평가하는 

일이며,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행동이해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공간분석

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접근으로 시도되어 왔으며,

광범위한 방법과 이론들을 바탕으로 공간구조를 파

악하고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공간구조를 분석

하는 기존의 공간구조 이론들은 공간의 연결관계를 

파악해 접근가능성에 주목하여 발전해 왔으며, 공간

을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

성 배제가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공간을 다양한 변수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복잡계(Complex System)로 인식하고, 수식기반의 

기존 분석방법론과 시뮬레이션 기반의 복잡계 분석

방법론인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적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모형과 패턴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또한 공간의 속성별·형태별·깊이별 구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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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해 공간밀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현실반

영에 앞서 분석방법론적 객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이산사건 시뮬

레이션을 실제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모델을 

제시한다. 공간 내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복잡계 해석의 접근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또

한 분석방법론적 타당성을 높이고 밀도측정과 특성

평가의 측면에서 그 적용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시뮬

레이션을 통한 공간평가 효과와 실증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공간밀도와 구조적 특성평가를 위한 이

산사건 시뮬레이션의 적용가능성과 공간구문이론의 

통합도와 공간밀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

구이다. 분석방법은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공간분

석 프로그램인 S3 Convex Analyzer와 복잡계 이론

의 분석을 위한 Anylogic 분석소프트웨어를 활용하

였다. 또한 분석모델별 각 node의 통합도, 밀도의 정

략적 데이터를 도출하여 공간구문이론의 행위자기

반모델에 적용가능성과 밀도에 영향을 주는 공간구

조특성을 파악하였다.

행위자기반모델의 모델설계에서는 전공간 네트

워크 연결구조(Global Network Simulation)를 적용

하여 보다 통합도와 근접한 결과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간구조와 밀도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의도적

으로 공간속성별(Tree/Ring)·공간형태별(Symmetry/

Asymmetry)·공간깊이별(Low/Deep) 구조특성을 나

타내는 총 8개의 분석모델을 설정하였으며, 각 타입

별 공간의 통합도와 밀도를 파악하여 공간밀도에 영

향을 주는 구조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분

석을 진행하였다.

2. 이론고찰

2.1 복잡계 이론과 행위자기반모델

오늘날 주요 트렌드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증가

하는 다양하고 수많은 연결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혁

신과 개발이 점점 더 짧은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구조의 상호작용 수와 가변인자

의 급속한 증가는 그에 따르는 복잡성으로 인해 네트

워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계는 단일 구성요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수많은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요소 개

별특성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나타나는 시

스템을 의미한다. 또한 복잡계 이론은 아무리 복잡한 

체제라도 단순한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며, 이

러한 패턴이 각 요소 자체에 되먹임 되는 시스템이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과

정 중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1].

복잡계 시스템의 행위자는 분석대상에 따라 국가

나 기업에서부터 개인이나 분자수준까지 다양하게 정

의될 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간·환경과 반응함에 따

라 나타날 수 있는 패턴변화에 주목함으로써 행위자

와 구성환경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복잡계 연구 및 분석방법론이 발전함에 따라 하나

의 복잡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 역시 공간과 

행위자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주로 보행시뮬레이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2].

국내에는 복잡계 이론에 대한 몇몇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단계에 머

물고 있는 단계이며, 행위자기반모델은 어떠한 현상

과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조직화 분석기술이다.

이는 기존 공간구조이론의 보완도구로 활용함과 동

시에 공간평가와 분석도구로 실증화 연구와 검증으로

유용한 데이터를 제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2 연구에 적용된 공간구문이론과 분석지표

1970년대 초반,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Bill

Hiller에 의해 최초로 주창된 공간구문이론(Space

Syntax)은 국내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구조를 단위공간 수와 방향전환이라는 개념을 

내포한 공간깊이(depth)를 통해 구조를 파악하는 분

석방법론이다[3].

객관적인 공간의 물리적 구조를 이해하며 인간의 

사회적 생활상과 사회구조의 이념적 성격을 관찰하

고 분석함으로써 사회와 공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거리 및 영향요소를 반영시키지 않으

며 오직 단위공간의 연결관계 만을 파악하여 전체공

간의 위계특성을 분석하므로, 공간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가치중립

적 분석방법론으로써 현실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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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점이 있었다.

공간구문이론의 공간깊이란 물리적 거리가 아닌 

상대적 개념으로써 임의의 목적공간에 도달하기 위

해 거쳐야하는 방향전환의 수를 말한다. Hiller는 공

간깊이의 영향력을 공간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

자로 주장하고 있으며, 방향전환이 적으면 접근성,

공간인식성, 이용가능성이 높음을 뜻함과 동시에 공

간깊이를 기준으로 각 단위공간의 통합을 계산한다

[4].

각 단위공간 접근성의 분포는 통합(Integration)이

라는 개념으로 계량화 시킬 수 있는데, 이는 공간위

계상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보행·밀집의 연관성

을 예측하는데 있어 개념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공간

구문이론 분석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지표는 지역

적 지표의 연결도, 통제도, 국부통합도가 있으며, 광

역적 지표인 전체통합도 등의 정량적 데이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접근성의 측면에서 통합도와 

국부통합도의 데이터만을 도출하여 공간구조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간구문이론은 공간구조상의 중요도를 전체공

간에서의 접근성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접근성을 공

간구조상 위계의 중요도를 제시하는 위상을 의미하

는 ‘통합도’라 정의한다[5].

통합도가 큰 단위공간은 이론적으로는 전체공간

에서 위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반

면, 특정 단위공간의 위상이 작으면 그 공간으로부터 

다른 모든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이동과정이 

많으며, 즉 공간깊이가 깊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그 

단위공간이 다른 단위공간에 비해 위상학적으로 소

외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6].

위상이 높은 공간은 전체 공간구조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공간의 중심부에 분포되어 나타

난다. 그러나 단위공간의 연결관계에 따라 그렇지 않

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통합도는 i노드에서 j노드까지의 공간깊이를 d(i,

k)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 수식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통합도가 전체 공간깊이의 노드에 대한 상관관계

를 파악하는 반면, 국부통합도는 인간이 공간깊이를 

인지하는 한계, 일반적으로 깊이 3정도의 일정깊이

로 제한한 지표로써 일정한계로 공간의 위상관계를 

파악하는 지역적 변수이다.

공간구문이론의 분석 소프트웨어는 서울대학교 

건축도시공간구조연구실에서 개발한 S3 Convex

Analyzer을 활용하여 통합도 지표를 도출하였다.

2.3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분석방법

건축 환경심리분야에서 건축계획의 행동과학적

인 접근방법에 따라 공간과 인간행동의 관계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공간 내에서 사람의 

행동특성을 모델화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실제

현상을 예측하고 행동특성과 관련된 공간상의 문제

점을 검토하기 위한 공간행동 시뮬레이션이 다양하

게 활용되어져 왔다[7].

복잡계 분석이론 중 하나인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은 구성인자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예측모델을 생성

해 나가는 유동적 시간모델이자 동적분석방식(real-

time)이며, 구현방법은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들의 주

요 속성과 상호작용 규칙을 관찰한 후 다수의 간략화 

된 주체인 행위자(agent)를 설정한다. 그리고 시뮬레

이션을 이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위자들의 일

련의 현상을 통해 현상을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실제 

공간크기를 부여하고 인자를 조절하기 때문에 공간

구문이론의 분석방법보다 예측력이 높으며 현실적·

실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에서 개별 행위자의 행위규

칙과 시스템 레벨의 환경변수를 설정해 주면 시간흐

름에 따라 행위자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행위자들끼

리 상호작용도 한다. 즉, 행위규칙과 같은 미시적 동

기를 설정해 주면 공간패턴 및 질서와 같은 거시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8].

따라서 기존 2차원 분석도구인 그래프 분석이론

은 오로지 단위공간 간의 연결관계만을 고려하기 때

문에 다양한 변수가 따르는 복잡계 성격을 갖는 공간

분석의 현실반영에 한계점을 갖는다는 점을 미루어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간 밀도측정과 구조

별 특성분석은 기존 이론의 취약점 보완과 더불어 

실공간 적용에 앞서 의미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진행하였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9]를 

바탕으로 전공간 네트워크 연결구조를 기반으로 한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이 통합도 지표와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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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높은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

구인 공간구조론의 검증 및 평가 분석에서는 각 단위

공간의 개구부에 Target Line을 설치하여 단위공간

의 통과자 수를 카운트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공

간 밀도측정은 유입량 측정보다 각 단위공간 영역에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설치하여 그 영역 자

체의 밀도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에 앞선 PML(Pedes-

trian Model Library) 설계시, 인접공간 네트워크 연

결구조(Local Network Simulation)와 완전자유보행

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간 네트워크 연결구조(Global

Network Simulation)가 있으나, 전공간 네트워크 연

결구조의 시뮬레이션 방법이 통합도의 예측력과 데

이터 유효성 측면에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

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공간 네트워크 연결구조

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4 분석지표 설정

공간구문이론의 분석방법에 따른 통합도와 행위

자가 프로그래밍에 따라 단위공간을 이동함으로써 

도출되는 밀도 데이터를 정량화 시키고, 공간구문이

론과 밀도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다음 Table 1과 같은 분석지표를 분석모델에 적용

하였다.

이 지표들은 각 분석모델(Type)별 행위자의 움직

임 및 공간밀도의 비교분석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공간 내의 밀도와 공간구문 이론 간의 비교와 더불어 

공간속성별, 형태별, 깊이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3. 분석모델 설계 및 공간구문이론

3.1 분석모델 설정

공간의 밀도측정 및 구조적 특성평가를 위한 분석

모델은 다음 Fig. 1과 같다. 분석모델은 동일한 크기

Table 1. Analysis index

Class Index

Global Integration
 Average Value of global integration by type

 Standard Deviation of global integration by type

Local Integration
 Average Value of local integration by type

 Standard Deviation of local integration by type

Density
 Average Value of density by type

 Standard Deviation of density by type

Fig. 1.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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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 × 4 공간구조를 가지며 총 16개 단위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연결관계를 달리하여 공간의 속

성별·형태별·깊이별로 구조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기 위하여 총 8개 타입으로 설계하여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 공간의 타입은 순환구조(Ring)와 

비순환구조(Tree)로, 대칭성은 대칭구조(Symme-

try)와 비대칭구조(Asymmetry)로, 공간깊이는 얕은

공간구조(Low), 깊은공간구조(Deep)로 분류하여 의

도적인 설계를 통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3.2 공간의 구조적 특성분석

J-Graph의 유형은 Tree형과 Ring형으로 분류되

며 Tree형 구조는 위계적이고 연속된 속성을 가진 

순차적 구조이며, 공간의 인지성(permeability) 보다

는 가시성(visibility)이 높은 형태이다.

반면 Ring형의 구성을 보이는 공간은 사회적 특성

을 나타내는 구조이며, 자율성이 높은 공간구조로 인

해 가시적인 요소보다 공간인지에 관한 요소가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다[10].

공간구조 특성분석을 위해 공간속성별, 형태별, 깊

이별 J-Graph를 통한 공간깊이를 알아보았으며, 분

석모델별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공간분석 소프트웨어 S3 Convex Analyzer을 사

용하여 Space Syntax 분석을 통한 통합도(Integra-

tion)와 국부통합도(Local Integration)를 도출하였

으며, 분석결과는 Fig. 2와 같다.

또한 각 셀별, 타입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도출하

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Space Syntax 분석결과, 타입별 통합도의 평균은 

Type7( =0.88)>Type5( =0.87)>Type1( 

=0.86)>Type3( =0.72)>Type4( =0.56)=

Type8( =0.56)>Type6( =0.55)>Type2( 

=0.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부통합도의 평

균은 Type5(=1.05)>Type7(0.96)>Type1

(=0.92)>Type8(=0.91)>Type6(

=0.88)>Type3(=0.85)>Type4(=0.83)>

Type2(=0.7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입별 통합도 표준편차의 평균은 Type7(=0.32)

>Type1( =0.31)>Type3( =0.24)>Type6( =

0.16)>Type4(=0.15)=Type4(=0.15)>Type5(

=0.13)>Type2(=0.1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부통합도 표준편차의 평균은 Type1(=0.40)>

Type7(=0.39)>Type3(=0.34)>Type4(=

Table 2. Total depth by type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 Type8

Depth 6 depth 15 depth 6 depth 10 depth 6 depth 10 depth 6 depth 10 depth

Fig. 2. Space syntax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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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Type6(=0.31)=Type8(=0.31)>Type2

(=0.18)의 순으로 통합도 평균과는 상이한 결과

가 나타났다.

전체통합도와 국부통합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

석결과, 높은 순은 다르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구문

이론 분석에서는 통합도가 곧 공간위계를 의미하며,

표준편차는 다음 장의 밀도와의 상관성 분석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통합도의 분석

모델별 평균을 활용하여 다음 Table 4와 같이 구조특

성별 통합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Integration analysis by space syntax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 Type8

nodeA 0.68 0.25 0.59 0.38 0.80 0.46 0.71 0.46

nodeB 0.85 0.29 0.54 0.46 0.71 0.38 0.98 0.61

nodeC 0.85 0.33 0.75 0.52 0.71 0.32 0.64 0.52

nodeD 0.68 0.38 0.59 0.41 0.80 0.50 0.56 0.41

nodeE 1.05 0.54 0.85 0.48 1.05 0.56 0.98 0.80

nodeF 1.55 0.52 1.26 0.61 0.91 0.75 1.55 0.75

nodeG 1.55 0.48 1.15 0.68 0.91 0.75 1.26 0.61

nodeH 1.05 0.43 0.85 0.54 1.05 0.68 0.80 0.46

nodeI 0.71 0.54 0.59 0.56 1.05 0.68 0.64 0.80

nodeJ 0.91 0.52 0.98 0.75 0.91 0.75 1.39 0.56

nodeK 0.91 0.48 0.43 0.75 0.91 0.75 1.15 0.30

nodeL 0.71 0.43 0.61 0.43 1.05 0.56 0.75 0.36

nodeM 0.52 0.25 0.54 0.43 0.80 0.50 0.61 0.71

nodeN 0.61 0.29 0.75 0.80 0.71 0.32 0.91 0.61

nodeO 0.61 0.33 0.56 0.80 0.71 0.38 0.61 0.52

nodeP 0.52 0.38 0.46 0.35 0.80 0.46 0.54 0.43

 0.86 0.40 0.72 0.56 0.87 0.55 0.88 0.56

 0.32 0.10 0.24 0.15 0.13 0.16 0.31 0.15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 Type8

nodeA 0.69 0.33 0.58 0.42 1.00 0.85 0.99 0.64

nodeB 0.88 0.70 0.42 0.64 0.86 0.70 1.21 1.27

nodeC 0.88 0.87 0.89 0.85 0.86 0.33 0.64 1.38

nodeD 0.69 0.85 0.64 0.42 1.00 0.64 0.42 0.64

nodeE 1.31 0.85 1.11 0.85 1.31 0.99 1.21 1.11

nodeF 1.68 0.85 1.39 1.27 1.02 1.00 1.68 1.33

nodeG 1.68 0.85 1.40 1.27 1.02 1.27 1.39 1.27

nodeH 1.31 0.85 1.22 0.99 1.31 1.27 0.89 0.64

nodeI 0.86 0.85 0.58 0.86 1.31 1.27 0.64 1.11

nodeJ 1.02 0.85 1.12 1.38 1.02 1.27 1.47 0.58

nodeK 1.02 0.85 0.42 0.99 1.02 1.00 1.30 0.33

nodeL 0.86 0.85 0.85 0.70 1.31 0.99 0.86 0.70

nodeM 0.42 0.33 0.58 0.42 1.00 0.64 0.58 0.99

nodeN 0.50 0.70 1.15 1.00 0.86 0.33 1.10 0.86

nodeO 0.50 0.87 0.87 0.89 0.86 0.70 0.58 0.85

nodeP 0.42 0.85 0.42 0.33 1.00 0.85 0.42 0.87

 0.92 0.77 0.85 0.83 1.05 0.88 0.96 0.91

 0.40 0.18 0.34 0.32 0.17 0.31 0.39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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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속성별 분석결과, Tree형(=0.64)보다 Ring

형(=0.72)의 통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Ring형이 Tree형에 비해 공간깊이가 얕고, 순환구조

를 취하므로 전체통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비교적 공간깊이가 깊은 공간구조를 보이고 

있는 Type2(depth=15)와 Type4(depth=10)의 구조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형태별 통합도는 대칭

형(=0.67)보다 비대칭형(=0.68)에서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통합도가 높게 나타나

는 대칭형 Type1(=0.86)과 비대칭형 Type4(

=0.56)의 영향으로 보인다. 대칭형 Type2(=0.40)

의 통합도가 상당히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통

합도 평균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공간깊이별 통합도 분석결과, 얕은공간구조(

=0.83)가 깊은공간구조(=0.52)에 비해 높은 통합

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2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간깊이의 영향

력이 전체 단위공간의 위상과 접근성, 이용가능성,

인지성 등 공간이용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

며, 깊이별 분석결과에서도 방향전환이 잦은 깊은공

간구조 형태에서 통합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부통합도의 분석결과, 속성별 분석에서는 Tree

형(=0.84)보다 Ring형(=0.95)에서 높게 나

타났다. 이는 Ring형의 4가지 타입 모두 높은 국부통

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해보면 비교적 공간깊이

가 깊은 Tree형보다 Ring형의 구조에서 전체통합도

와 국부통합도가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형태별 비교에서는 통합도 결과와 다르게 대칭형

(=0.91)이 비대칭형(=0.89)에 비해 높은 값

을 보이는데, 이는 대칭형 구조의 Type5(=1.05)

의 완전한 대칭구조가 국부통합도 평균에 영향을 미

쳤으리라 파악된다. 그러나 형태별 구조에서 나타나

는 결과는 8개의 타입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분석에

서 근소한 차이로 나타나는 값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

이므로, 실공간을 포함한 모든 공간구조에서 이와 같

은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어

렵다고 할 수 있다.

공간깊이별 국부통합도 분석결과, 통합도와 동일

하게 얕은공간구조(=0.95)가 깊은공간구조(

= 0.85)에 비해 값이 높게 나타났다. 통합성은 공간깊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공간깊이가 얕은공간 구

조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통합도가 나타나는 것을 파

악할 수 있었다.

Table 4. Comparison of global integration and local integration by structural characteristic

Tree Ring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 Type8


0.86 0.40 0.72 0.56 0.87 0.55 0.88 0.56

0.64 0.72


0.92 0.77 0.85 0.83 1.05 0.88 0.96 0.91

0.84 0.95

Symmetry Asymmetry

Type1 Type2 Type5 Type6 Type3 Type4 Type7 Type8


0.86 0.40 0.87 0.55 0.72 0.56 0.88 0.56

0.67 0.68


0.92 0.77 1.05 0.88 0.85 0.83 0.96 0.91

0.91 0.89

Low Deep

Type1 Type3 Type5 Type7 Type2 Type4 Type6 Type8


0.86 0.72 0.87 0.88 0.40 0.56 0.55 0.56

0.83 0.52


0.92 0.85 1.05 0.96 0.77 0.83 0.88 0.91

0.95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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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설계 및 밀도분석

공간밀도를 분석을 위해 8개 타입을 대상으로 이

산사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Anylogic 소프트웨어의 보행시뮬레이션은 공간모델

과 서비스시간, 행위자 속성 등을 직접 설계하는 워

크플로우를 따르는데, 분석자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Anylogic 7.3.6으로 

Agent 이동경로 및 공간밀도를 분석하기 위해 4×4

로 이루어진 보행자 공간을 node를 통해 구현하였다.

단일 Node의 Agent 식별과 면적당 밀도에 관한 처

리량 계산을 위해 Pedestrian Library에 있는 Area

Descriptor Block을 사용하였다. Area Descriptor란 

기하학적으로 정의된 영역 내에서 Agent에 대한 

Rule을 정의할 수 있는 요소로서, 보행자의 밀집도는 

지정된 Node별로 보행자가 포함된 경우 값을 반환하

는 parameter를 사용하였다. Anylogic Engine인 API

의 Dataset Class를 사용하여 생성된 데이터는 텍스

트파일(clipboard)로 저장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 적용된 행위자 속성은 다음 Table 5와 

같으며, 시간당 유입인원은 단위공간/ms당 5명, 행

위자 평균 보행속도는 0.5-1㎧, 초기 보행속도는 0.3-

0.7㎧, 행위자의 크기는 지름 0.4-0.5㎧으로 균등분포 

Uniform 함수를 이용하여 설정하였으며, 시뮬레이

션 시간은 1시간으로 프로그래밍 하였다.

각 분석모델별 셀은 하나의 셀 당 가로 9.8m, 세로 

9.8m의 크기와 셀 간격 1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깊이가 가장 깊은 모델인 Type2(15depth) 기준,

하나의 agent(보행속도 평균 0.75 기준)가 nodeA에

서 마지막 nodeM까지 적어도 216초의 시간이 소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오차범위를 고려한 수렴모델이 

215초 정도에서 발견된다는 점과 수렴모델 생성과 

패턴분석을 염두에 두어 3600초의 시뮬레이션 시간

을 설정하였다.

다음 Fig. 3는 8개 타입, 16개 node에 해당하는 각 

셀별 행위자의 수와 밀도를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을 히트맵 표현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4. 공간의 밀도측정 및 구조적 특성평가

4.1 분석모델의 밀도측정 및 구조적 특성평가

공간밀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공간으로부터 행위

자 유입이 용이하다는 것을 뜻하며, Space Syntax의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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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Analysis of discrete event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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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와 공간밀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상관성 파악

과 공간구조별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 Table

6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간밀도를 정

리한 것으로, 각 단위공간의 밀도의 총 합(sum)과 

평균밀도(), 밀도의 표준편차()를 정량화한 

데이터이다.

공간밀도의 평균은 타입별로 동일한 행위자 수와 

시간을 설정했으므로 서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이를 표준편차로 나타내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밀집도가 산포되어 있는지를 함께 분석하였

다.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결과, 타입별 밀도의 표준편

차는 Type1(=150.0)>Type3(=132.1)>Type4

(=125.4)>Type8(=113.2)>Type7(=109.9)>

Type6(=94.5)>Type2(=79.3)>Type5(

=60.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의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통한 밀집도 분석의 

결과가 앞서 분석한 공간구문이론의 통합도와 얼마

나 유의미한 관계성을 갖는지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이는 

행위자기반모델과 Space Syntax 분석결과를 피어

슨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유용한 평가데이터 도출과 

공간분석 도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함

이다.

단위공간별 밀도의 총 합(sum)과 전체통합도 및 

국부통합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전체통합도(=

0.900)와 국부통합도(=0.820) 모두 높은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간분석의 새로운 접근인 이산사건 시뮬레

이션을 통한 공간밀집도 분석과 공간구문이론을 바

Table 6. Density analysis through discrete event simulation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 Type8

nodeA 59.0 31.5 60.6 43.9 130.9 133.3 67.5 62.2

nodeB 55.0 82.8 53.1 44.2 128.5 109.6 157.6 119.3

nodeC 55.0 124.4 105.9 85.8 124.7 36.3 55.5 88.8

nodeD 53.0 124.5 49.2 41.2 126.8 41.0 62.9 37.7

nodeE 259.0 238.2 156.8 84.2 267.5 238.0 181.4 333.0

nodeF 512.0 255.9 437.6 180.5 153.1 147.9 388.3 277.1

nodeG 488.0 245.8 406.9 288.3 152.1 287.6 291.0 125.0

nodeH 249.0 153.6 212.3 125.8 260.8 266.4 135.7 44.9

nodeI 159.0 231.4 47.9 90.3 252.2 267.2 64.4 364.8

nodeJ 145.0 268.7 356.5 311.2 143.7 276.7 331.6 38.3

nodeK 157.0 246.5 53.0 341.7 140.8 127.8 281.4 45.0

nodeL 154.0 174.2 167.8 119.3 270.0 271.3 129.7 122.7

nodeM 58.0 34.9 77.2 40.5 115.2 42.4 63.1 269.4

nodeN 54.0 85.4 214.1 339.1 109.5 43.5 198.4 284.6

nodeO 52.0 139.3 117.0 366.6 114.2 120.5 63.1 215.5

nodeP 56.0 142.7 58.9 40.4 124.6 157.5 74.5 130.8

sum 2565.0 2579.8 2574.8 2542.8 2614.6 2566.9 2546.1 2558.9

 160.3 161.2 160.9 158.9 163.4 160.4 159.1 159.9

 150.0 79.3 132.1 125.4 60.5 94.5 109.9 113.2

Table 7. Correlation between integration and total den-

sity

Global

Integration

Local

Integration

Type1 (TSL) 0.941 0.922

Type2 (TSD) 0.964 0.725

Type3 (TAL) 0.942 0.891

Type4 (TAD) 0.961 0.723

Type5 (RSL) 0.914 0.955

Type6 (RSD) 0.687 0.908

Type7 (RAL) 0.982 0.925

Type8 (RAD) 0.820 0.509

Avg. 0.910 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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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한 통합도 분석이 공간구조분석에 있어서 같

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분석한 공간구문이론의 결과와 이산사

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속성별, 형태별,

구조별 특성반영을 통한 비교분석을 통해 객관적 타

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4.2 공간속성(Tree/Ring)과 밀도와의 상관성 분석

Tree형(Type1/Type2/Type3/Type4)과 Ring형

(Type5/Type6/Type7/Type8)으로 구분되는 공간

속성과 공간밀도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Tree형의 

밀도 표준편차와 전체통합도의 표준편차 및 국부통

합도의 표준편차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Tree형 국부통합도의 피어

슨 상관계수()는 1.000으로 완벽한 상관관계를 이

루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3.2절에서 분석한 공간구문이론의 통합

도 지표평균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며, 공간밀

도와 Tree형 통합의 관계가 매우 상관관계가 큰 것

을 알 수 있었다.

Ring형의 구조에서는 전체통합도 및 국부통합도

의 평균분석과 마찬가지로 특히 국부통합도의  상관

관계가 크다는 것이 파악되었으며, 전체통합도보다 

국부통합도와 밀도가 더욱 그 상관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3 공간형태(Symmetry/Asymmetry)와 공간밀도와

의 상관성 분석

Symmetry형태(Type1/Type2/Type5/Type6)와 

Asymmetry형태(Type3/Type4/Type7/Type8)로 

구분되는 공간형태와 밀도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칭형태는 공간밀도와 통합의 상관성이 매우 큰 것

으로 나타났으나, 비대칭형태에서는 피어슨 상관계

수()가 음수 값을 보이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이는 공간의 비대칭은 공간인지성을 감소

시키며, 밀도분포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미루어 공간정체 및 혼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대칭형태의 공간구조를 무조건 대칭형

태로 바꾸는 것만이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

며, 실제 공간은 이동경로나 용도에 맞게 배치하고,

이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혼잡이나 정

체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4.4 공간깊이(Low/Depth)와 공간밀도와의 상관성  

분석

얕은공간구조(Type1/Type3/Type5/Type7)와 깊

은공간구조(Type2/Type4/Type6/Type8)로 구분되

는 공간깊이와 밀도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체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미루어 공간깊이가 공

간통합도는 물론 밀도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에서도 공간구문이론

의 공간깊이에 해당하는 주요 인자가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강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을 미루어, 공

간밀도가 공간구문이론의 지표인 통합도와 강한 상

관관계가 있으며, 더불어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이 공

간구조 분석방법으로서 우수한 예측력과 공간평가

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목적공간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방

향전환의 수, 즉 공간깊이가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간밀도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파

악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공간구문이론의 통합

도와 공간밀도의 개념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따른 

행위자의 밀집이나 공간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

라 사료된다.

Table 8. Correlation between integration and density

Tree Ring

 0.889 0.527

 1.000 0.907

Table 9. Correlation between integration and density

Symmetry Asymmetry

 0.942 -0.239

 0.945 -0.341

Table 10. Correlation between integration and density

Low Deep

 0.829 0.891

 0.7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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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상으로 공간구문이론과 전공간 연결구조 방식

을 적용한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의 비교분석을 통해 

통합도와 공간밀도를 분석하고, 공간의 속성별·형태

별·깊이별 구조적 특성을 도출해 공간밀도와의 상관

성을 파악하였다.

위의 연구를 통해 알아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Tree형과 Ring형의 비교분석결과 순환

형 속성을 가진 공간구조에서 전체통합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형태별 분석에서는 비대칭형태가 대칭형

태에 비해 다소 높은 통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

나 아주 통합도 평균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

로 거의 같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깊

이별 전체통합도 분석결과, 얕은공간구조가 깊은공

간구조에 비해 높은 통합도를 보이는데, 이는 방향전

환의 의미를 가지는 공간깊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국부통합도 분석에서는 Tree형보다 Ring

형의 통합도가 높게 나왔으며, 전체통합도 분석과는 

달리 대칭형태가 비대칭형태에 비해 다소 높은 결과 

값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대칭형의 구조가 비대칭형

의 구조에 비해 공간인지성,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이

에 따라 국부통합도의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깊이별 국부통합도 분석결과 역시 

얕은공간구조가 깊은공간구조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고 있는데, 통합성을 공간깊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므

로 방향전환이 잦은 깊은공간구조보다 얕은공간구

조가 공간통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간밀도와 

전체통합도 및 국부통합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전

체통합도(=0.900)와 국부통합도(=0.820) 모두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공간구문이론의 

통합의 개념과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공

간밀집도 분석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

을 말미암아 복잡계 분석을 적용한 공간구조분석의 

객관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네 번째, 표준편차를 활용한 공간구조 특성별로 

밀도와의 통합도 상관관계 분석결과, Tree형과 Ring

형의 공간밀도와 전체통합도 및 국부통합도의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대칭형태의 통

합도는 공간밀도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비대칭형태는 상관관계(=-0.239, =-0.341)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의 비대칭이 밀

도와의 분석에서 공간인지를 감소시키며, 밀도분포

가 밀집되는 현상을 보이므로 공간정체 및 혼잡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제 공간의 형태를 

이동경로나 용도에 맞게 배치하고 혼잡이나 정체상

황을 사전에 파악한 합리적 배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공간구문이론의 주요 인자인 공간깊이에 

따른 밀도와의 상관성 분석에서는 전체통합도와 국

부통합도 모두 강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인다.

이로서 공간구문이론의 통합성 개념과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공간밀집도 분석이 새로운 공

간분석의 접근으로 예측력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지금껏 공간구문이론에서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변수조절 및 행위자 속성 변화 등을 통해 공

간분석에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적용시켜 공간구

문이론과 상관성이 높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매우 

방법론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증적 연구

에서는 본 데이터모델을 발전시켜 구체적 지표로 발

전시킨다면 그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이론 간의 비교

평가 위해 의도적으로 8개 타입을 설계하여 진행하

였으므로 모든 구조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

라고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다소 한계점이 있으나, 복

잡계 이론의 일면인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적용하

여 공간밀집이라는 측면으로 공간구문이론의 통합

도와 비교하며 타당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

도한 면에서 그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따라

서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공간배치 및 공간

효율성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로 발전된다면, 보다 실

질적이며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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