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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대규모 공원의 미아발생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최 재 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최 소 영

매해 많은 수의 미아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48시간 내에 발견되기 때문에 

유괴나 장기실종보다 미아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미

아의 발생원인도 단순 보호자의 관리소홀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미아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아 발생 원인으로 비단 보호

자와 관리자의 보호관찰 소홀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원인도 함께 제기되

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보행시뮬레이션과 공간분석 등 정량적인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미아와 물리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대규모 공원에

서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데이터 구축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용자 행태조사를 통해 공원의 이용객 행태지도를 작성하였고, GIS분

석을 통해 보행밀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아기록대장과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공원 장소별 미아현황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4장에서는 동적 시각분석(DVA)모델

을 활용하여 공원 시설별 시각적 공간분석과 보행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5장에

서는 2장에서 도출한 미아발생 영향요인을 기준으로 미아와 물리적 환경 간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은 시설과 낮은 시설을 비교

함으로써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을 도출하였고,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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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동적행태가 주로 일어나는 환경

모래사장 등과 같이 정적행태가 많이 나타나는 환경에서 보다는, 대규모 조합놀

이시설과 물놀이장 등과 같이 아동의 동적행태가 활발히 일어나는 환경에서 미아

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동적행태가 아동의 활발한 움직임 및 이동 등을 수반

하고 있어, 보호자가 아동관찰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 보행밀도가 높은 혼잡한 환경

미아 발생에는 시설의 이용객수나 면적보다는 두 변수의 상호관계에 의한 보행

밀도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즉, 보행밀도가 높아 혼잡한 환경일수록 사람에 의

해 아동이 가려지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 어려워

진다.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놓칠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혼잡한 환경일수

록 미아발생이 유도된다. 

(3) 극심하게 폐쇄적인 구조

시설의 경계성의 경우, 오픈된 영역이 적을수록 미아가 발생할 확률도 낮지만, 

극심하게 폐쇄적인 구조는 오히려 출입구에서 병목현상을 유발하여 미아발생을 유

도할 수도 있다. 또한 폐쇄적인 구조는 미아가 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자

의 안전 불감증을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미아발생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4) 유희시설이 인접하여 배치된 평면구성  

시설 주변의 또 다른 유희시설은 아동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아동 시설

이탈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하지만 유희시설을 도로에 직접 연결하기 보다는 화단

의 가림막이나 썬큰구조 등을 통해 다른 흥미요소로부터 아동의 시야를 차단시킨 

경우에는 아동의 시설이탈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관찰이 힘든 환경

유희시설 휴식공간의 시각적 접근도가 낮거나, 놀이공간 또는 출입구에서의 시각

적 노출도가 낮은 경우에 미아 발생이 많았다. 유희시설 휴식공간의 가시성이 높고 

놀이공간의 노출도가 높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 용이하고 아동 또한 노

는 모습이 잘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출입구가 잘 노출되어지면 아동이 시설을 이탈

하더라도 보호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잘 노출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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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실종관련 연구는 주로 실종아동 전반적인 제도나 장

기실종아동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미아 관련 연구는 주로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미아 찾기와 같은 사후대처방안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보행시뮬레이션과 공간분석 등 정량적인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을 최초로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아발생 환경특성들은 추후 미아방지 사전대책 제도로 활용가능

한 대규모 공원에서의 미아방지 환경조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요어 : 미아, 실종 아동, 공원, 환경특성, 미아 발생, 미아 방지, 보행 시뮬레이

션, 동적시각분석

학  번 : 2015-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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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해를 거듭할수록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종아동1)의 수는 점차 증가하

고 있다. 이는 전체 아동수 대비 실종아동수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실종아동수의 집계는 경찰서에서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에 아동수 대비 실종아동수의 비율이 0.15%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초등학생 5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22.1%가 실종 및 미아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2) 즉, 우리 주위에서 미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장기아동실종(미

발견)이나 유괴에 비해 그 수도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종아동(14세미만) 아동유괴 아동인구
(14세미만)

전체 아동수 대비 
실종아동수 (%) 접수 미발견

2006 7,071 13 - 8,298,459 0.09
2007 8,615 15 - 8,023,368 0.11
2008 9,485 16 - 7,789,157 0.12
2009 9,257 18 63 7,539,804 0.12
2010 10,872 48 94 7,296,400 0.15
2011 11,425 67 89 7,111,985 0.16
2012 10,655 118 92 6,922,712 0.15

[표 1-1] 실종아동 현황
(출처 : 2013 경찰통계연보, 대검찰청 통계자료, 국가통계포털)

[그림 1-1] 전체아동 대비 실종아동

1) 실종아동 : 유괴, 유기, 사고, 가출, (단순)미아 ; 실종아동의 대부분은 48시간 내에 발견되는 단순 미아임.

2) 강병권, 실종/유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어린이재단 발간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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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초등학생의 실종/유괴 경험 (강병권, 2014)

이렇듯 유괴, 납치, 장기실종 등에 비해 단순 미아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대부

분 48시간 내에 미아가 발견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

나 최근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미아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순 미아가 사고 또는 장

기실종으로 이어지거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미아 사망사건을 통해 미아 발생원인을 비단 보호자와 관리자의 보호관찰 소홀뿐만 아

니라, 물리적 환경측면에서도 함께 연관 지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미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미아 찾기 제품 및 어플들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관련 제도 또한 지

문사전등록제, 코드아담제도 등이 있지만 모두 미아발생 후 대처방안에 불과하다. 

즉 이런 연구와 제도들은 미아방지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한 최근 공

원에 도입되고 있는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3)는 범죄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유

괴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아를 사전에 방지시켜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처음부

터 미아를 방지시켜 줄 수 있는 환경설계 및 제도가 필요하며, 그에 선행되어 미아

발생을 유도하는 환경적 특성을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행시뮬레이션과 공간분석 등 정량적인 분석도구를 활용

하여 미아와 물리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대규모 공원에서 미아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아발생 

환경특성들은 추후 미아방지 사전대책 제도로 활용가능한 대규모 공원에서의 미아

방지 환경조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을 지칭하며,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

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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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미아 관련 연구 (RFID, GPS 위치추적 시스템 및 앱 개발)

[그림 1-4] 미아 찾기 어플 및 제품

앰버경보 (유괴 및 실종 경보)

지문사전등록제도 코드아담제도 얼굴변환 프로그램

[그림 1-5] 실종아동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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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1. 연구의 대상
미아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환경마다 미아

의 발생을 유도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

는 장소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동종합실태조사(2013)4)에 따르면, 

보호자가 아동을 잃어버린 장소로 유원지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집주변 

23.4%, 시장 6.8%, 쇼핑센터 6.7%, 길거리 4.4%, 학교주변 2.1%의 순으로 나타났

다. 

(단위 : %, 명)

구분 유원
지

집주
변 시장

쇼핑
센터/
백화
점

기타길거
리

운동
경기
장

학교
주변

학원
주변

친척
집

종교
기관

놀이
공원

친구
집

역/ 
터미
널

계 (명)

전체 42.723.4 6.8 6.7 5.4 4.4 2.2 2.1 1.7 1.3 1.0 0.9 0.7 0.7 100.0
(586,721)

성
별

남자 39.823.9 2.5 6.8 6.4 6.1 3.4 3.7 3.1 0.0 1.5 1.4 0.3 1.2 100.0
(325,414)

여자 46.422.8 12.0 6.6 4.1 2.3 0.8 0.1 0.0 2.8 0.5 0.4 1.2 0.0 100.0
(261,307)

연
령

0-2세 91.5 8.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50,540)

3-5세 79.0 3.9 0.0 0.1 9.8 0.5 4.5 0.0 0.0 0.0 1.3 0.1 0.6 0.0 100.0
(93.209)

6-8세 71.6 2.0 5.9 0.0 12.5 2.5 0.0 0.2 0.0 0.0 0.0 1.5 1.8 2.0 100.0
(175,377)

9-11세 11.545.0 3.4 11.6 1.2 0.8 0.0 1.2 23.8 0.0 0.0 1.5 0.0 0.0 100.0
(42,151)

12-17세 0.2 47.5 12.4 15.3 0.0 9.2 3.9 5.0 0.0 3.3 2.1 0.9 0.2 0.2 100.0
(225,444)

[표 1-2] 미아 발생 장소 (김미숙, 2013)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

한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이며, 광

장·공원·녹지·공공공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로 분류된다. 1만m2 이상의 규모가 설치

4) 김미숙 외,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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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므로 유원지의 범위는 작은 근린공원부터 대규모 공원까지 그 범위가 넓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아 발생을 유도하는 환경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이용

객이 많은 대규모 공원으로 대상을 한정하려고 한다. 또한 놀이터, 바닥분수, 광장 

등은 아동의 활발한 활동으로 미아 발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다수의 유희시설이 있

는 공원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면적, 연간 이용객수, 연령층 비율, 시설 

및 방문 목적 등이 비슷하지만 미아 발생 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두 공원의 시

설들을 비교함으로써, 미아발생을 유도하는 물리적 환경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2.2. 연구의 방법
먼저, 2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데이터 구축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용자 행태조사를 통해 공원의 이용객 행태지도를 작성하였고, GIS분

석을 통해 보행밀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아기록대장과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공원 장소별 미아현황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4장에서는 동적 시각분석(DVA)모델

을 활용하여 공원 시설별 시각적 공간분석과 보행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5장에

서는 2장에서 도출한 미아발생 영향요인을 기준으로 미아와 물리적 환경 간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은 시설과 낮은 시설을 비교

함으로써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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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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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아 관련 특성 

2.1.1. 미아 발생 원인
‘미아’는 ‘길을 잃고 자기 집을 못 찾아 헤매는 어린 아이’로 길을 잃거나 보호자

로부터 이탈된 후 지리 분별력이나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스스로 집이나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아이를 의미한다. 이는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경우로서 단순미아라고 

한다.5) 미아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주로 아동의 특성과 보

호자 부주의, 환경적 특성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미아가 주로 발생하는 연령은 만 3~5세의 미취학 아동이며, 이 시기의 아동은 

매우 강한 활동성과 호기심을 보인다.6) 즉,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관심이 가는 

대상을 향해 무작정 따라가다가 길을 잃게 된다. 동물이나 꽃 등을 보고 쫓아가기

도 하고, 장난감이나 놀이기구 등 흥미요소에 시선이 집중돼 보호자를 벗어나기도 

한다.7) 그리고 아동은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보호자와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따라가다가 미아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아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보호자 부주의로 잠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

거나, 아동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아가 발생하기도 한다. 야외활동 시에는 대

부분의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휴대폰을 보거나 물건을 고르는 

찰나의 순간에 아동은 흥미요소에 끌려 자리를 이탈하기도 한다. 또한 6세 이전의 아

동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 아동의 이러한 특성을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잠시만’, ‘5분만’이라고 말하며 아동을 혼자 두고 화장실이나 편의점 등을 가면 대

부분의 아동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인지 모르고 바로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또한 놀이공원과 쇼핑몰처럼 사람들이 많아 혼잡하거나 길이 복잡한 곳에서 미아

가 발생하기도 한다. 강병권(2014)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 109명 중 과반수 이

상인 60.3%가 쇼핑센터, 놀이공원, 역 등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실종 및 미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8)

5) 김종우 외, 아동실종의 이해, 양서원, 2015.

6) 김미숙 외,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7) Syrotuck, W. G. Analysis of lost person behavior: An aid to search planning. J. A. Syrotuck (Ed.). 

Barkleigh Productions, 2000. 

8) 강병권, 실종/유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고 보고서, 어린이재단 발간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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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미아 대처 방법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미아가 된 경우에 아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

를 한다. 강병권(2014)의 연구에 의하면, 실종 및 미아 상황을 경험한 초등학생 

109명이 가장 많이 행한 대처 방법은 부모님께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것(28.6%)이

었으며, 주변에 보이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19.5%) 또한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려고 한 경우

(15.5%)도 있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움을 기다리거나(12.6%), 무서워서 

우는 것(9.0%) 등 부적절한 대처 방법도 많이 응답되었다.9)

아동이 미아가 된 것을 스스로 지각하면 처음에는 당황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

지만, 스스로 길을 찾아나가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록 미아가 길찾기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길을 찾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짐으로써 보호자

에게 돌아가기도 한다. 또한 처음부터 길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거나 스스로 길을 찾아갈 능력이 없는 경우, 가만히 서서 주변 어른에게 도

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경우 본인이 잘 보일 위치를 선

정하여 이동함으로써 타인에게 발견되는 것을 유도하기도 한다.10)

9) 강병권, 실종/유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고 보고서, 어린이재단 발간물, 2014.

10) Cornell, E. H., & Heth, C. D. Home range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way finding.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34, 173-2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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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리적 환경과 미아의 길찾기
Cornell(2006)의 연구11)에 의하면, 미아의 길찾기 방법에는 ‘길따라 걷기(trail 

running)’와 ‘선택적 탐색을 통한 길찾기(direction sampling)’, ‘시야 향상을 통한 

길찾기(view enhancing)’ 등이 있다.

스스로 미아가 된 것을 인지한 순간, 아동은 근처의 가장 가까운 길을 따라 걷거

나, 최단 경로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 때 포장도로나 펜스 등에 의해 유도된 길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길찾기 방법은 최소한의 방법으로 새

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성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길찾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불안이나 공포감 때문에 미아는 종종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비록 길의 흔적이 점

점 없어지거나 비포장도로가 나올 때까지 멀리 왔다할지라도 불안한 미아는 방향

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선택적 탐색을 통한 길찾기(direction sampling)’, ‘시야 향상을 통한 길찾기

(view enhancing)’는 주변 환경을 간략히 둘러본 후, 주변 지형에 대한 정보를 획

득함으로써 길을 찾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단 한번 방위와 시야를 살펴본 후, 정

보를 찾지 못하면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선택적 탐색을 통한 길찾기

(direction sampling)’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경로를 선택하여 길찾기를 시

도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두 아동이 함께 미아가 된 경우, 한 아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다른 아동이 익숙한 장소와 비슷한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다. 이때 익숙한 길을 찾지 못했다면 다른 아동이 있는 원래 장소로 돌아온 후, 인

접한 곳의 또 다른 경로를 탐색해 나감으로써 체계적으로 길을 찾는 방법이다. 반

면에 ‘시야 향상을 통한 길찾기(view enhancing)’는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이는 가

시성이 높은 위치를 하나 선택하여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나무 같은 가시성이 

좋은 곳에 올라가서 시야를 넓힘으로써 멀리 있는 랜드마크를 보고 찾아가는 경우

가 이에 해당한다.

 

11) Cornell, E. H., & Heth, C. D. Home range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way finding.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34, 173-2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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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틀 구축

2.3.1. 미아발생 영향요인 도출
미아와 관련된 여러 연구를 참조한 결과, 미아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고 

또 극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미아는 아동의 활동성과 호기심, 보호자 부

주의에 의해 주로 발생하긴 하지만, 주변의 환경적 특성에 의해 미아발생이 촉진되

기도 하고 저감되기도 한다. 즉 환경적 특성의 조절을 통해 미아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환경 속에서 미아가 발생하고 또 대처 및 극복하는지를 파악

한 후에,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아는 보행밀도가 높은 혼잡한 환경에서 많

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행밀도와 관련된 측면에서 시설 이용객수와 면적, 그리고 

그에 따른 평균 및 최대 보행밀도를 미아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아동의 활

동성과 호기심에 의한 시설 이탈의 측면에서 평면구성과 함께 경계영역이 얼마만

큼 오픈되고 폐쇄되는지가 중요한지 그 비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

관찰의 용이성 측면에서 시각적 접근정도를 나타내는 가시면적의 양 (Isovist 

Area)과 노출의 용이성 (I)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보호자의 아동 관찰뿐만 아니

라 미아발생 후에 아동이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만큼 가시성이 좋은지, 또 미

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 발견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또한 함께 내포하고 있다.

미아발생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현장조사와 보행시뮬레이션 및 시

각적측면의 공간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별로 이용객 

수와 분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GIS 분석을 통해 시설별 평균 및 최대 보

행밀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설별 출입구 수 및 위치, fence에 의한 경계 

오픈 비율, 도로와의 연결, 병목구간, 인근 유희시설의 유무 등 평면구성 요소를 파

악하고자 한다. 또한 동적 시각분석(DVA)을 통해 보행 시뮬레이션과 공간의 시각

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보행 시뮬레이션에서는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에이전

트의 이동 경로를 통해 해당 시설에서 미아가 이동 가능한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

다. 그리고 에이전트의 동적 노출량(qDVE)을 통해 미아가 이동하면서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Isovist분석과 I(VEⅡ)분석을 통해 유희시설 

내부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 출입구 등에서의 가시성 및 노출도를 파악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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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분석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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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분석방법
(1) DVA (동적 시각분석) 모델

이승재(2013)가 개발한 ‘동적 시각분석(Dynamic Visual Analysis)’은 시간과 공

간을 따라 움직이는 에이전트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각적 접근 또는 노

출 정도를 측정하는 모델이다. 즉, 동적 시각분석 모델은 시각분석모델과 보행모델

을 통합한 모델이다. 분석 소프트웨어는 에이전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인 넷로고

(NetLogo)12)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기존의 보행 시뮬레이션으로는 경로장 모델, 사회역학 모델, 보이드 모델, EVA 

모델13) 등이 있는데, EVA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에이전트가 시각을 갖

지 않는 모델로 이동이 시각과의 상보적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행태적인 측면을 고

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EVA 모델은 에이전트의 시각적 특성 및 변화를 반영

하지 못하고 미시적인 보행패턴에서 실제의 보행패턴과 달리 불규칙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DVA 모델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에이전트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DVA 모델은 보행모델에 에이전트를 고려한 시각분석 모델을 

탑재한 것으로 에이전트의 이동에 따른 공간의 시각적 노출 분포 및 에이전트의 시

간대별 시각적 접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에이전트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 환경의 시각적 접근 및 

노출정도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DVA 모델을 분석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DVA 모델의 분석은 크게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이 있다. 정적 분석의 경우, 기

존 베네딕트 Isovist의 ‘가시면적의 양(Isovist Area)’과 아치의 시각적 접근 및 노

출(VAE) 모델 중 ‘시각적 노출량(VE)’, 황용하와 최재필이 VAE모델을 수정·보완

한 VAEⅡ모델의 ‘거리가중가시영역(노출의 용이성, )’, 그리고 이승재가 개발한 

‘시각적 접근-노출 강도(iVA, iVE)’ 및 ‘시각적 접근-노출량(qVA, qVE)’ 등이 있

다. 또한 동적 분석으로는 에이전트의 이동에 따른 ‘동적 시각 접근-노출 강도 및 

양(iDVE, qDVE, iDVA, qDVA)’과 에이전트 이동경로, 에이전트의 점유빈도를 나

12) Wilensky 교수가 개발하였으며, 에이전트 기반 모델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다.

13) 터너(Turner)의 EVA (Exosomatic Visual Architecture)모델은 가시영역 내의 임의의 점을 특정거리(시간)

마다 선택하여 이동하는 모델이다. 실시간으로 에이전트가 가시영역을 탐색하는 정보처리 프로세스를 줄이

기 위해 보행 시뮬레이션 이전에 시각적 연결 정보를 일정한 그리드마다 미리 계산한 후 에이전트가 이를 

바탕으로 행동규칙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시각적 정보가 에이전트의 외부에 있다.



제 2장. 분석틀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15

타내는 ‘Steps’, 그리고 에이전트의 충돌(간섭) 빈도를 나타내는 ‘Jam Level’이 있

다.

분석 유형 지표 분석 내용 적용 모델

정적 분석

Isovist Area 가시면적의 양 베네딕트의 Isovist
VEⅠ 노출의 양 아치의 VAE

VEⅡ () (거리가중을 고려한)
노출의 용이성 황용하, 최재필의 VAEⅡ

iVAⅢ 접근수준의 강도

이승재의 DVAqVAⅢ 접근수준의 양
iVEⅢ 노출수준의 강도
qVEⅢ 노출수준의 양

Wall Field 벽체 장
Potential Field 경로 장(출구까지의 최단거리)

동적 분석

iDVE 동적 노출수준 강도

이승재의 DVA

qDVE 동적 노출수준 양
iDVA 동적 접근수준 강도
qDVA 동적 접근수준 양
Steps 에이전트 점유빈도

Jam Level 에이전트 충돌(간섭) 빈도

[표 2-1] 동적시각분석(DVA) 모델의 분석 지표

그리고 이러한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시, 에이전트의 특성과 분석환경 특성을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설정 가능한 에이전트의 특성 요소로는 에이전트 수, 

최대 및 최소 가시거리, 최대 및 최소 시야각, 두리번거림(Noise), 이동 속도가 있

다. 그리고 설정 가능한 보행특성으로는 시각을 갖지 않은 에이전트가 주변이웃 셀

들의 경로장 값(목적지까지 최단거리)을 고려하여 이동경로를 선택하는 ‘목적보행’

과, 시각을 갖는 행위자가 가시영역 내 벽체의 이웃 patch들의 경로장 값을 고려하

여 이동경로를 선택하는 ‘자연이동 모형을 이용한 목적보행’, 시각을 갖는 행위자가 

가시영역 벽체까지 이르는 가시거리 값을 고려하여 이동경로를 선택하는 ‘자연이동 

보행’, 그리고 시각을 갖는 행위자가 가시영역 내 벽체의 이웃 patch들의 qDVA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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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경로를 선택하는 ‘qDVE 값을 고려한 자연이동 보행’이 있다.

분석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인 점유크기 (300x600mm) 또는 평균 보폭

(500~600mm)을 고려하여 400~600mm정도의 그리드(cell patch)로 분석한다.

분석 공간 내의 환경은 cell patch의 색상으로 설정한다.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patch를 각 요소별로 구분한다. 먼저 ‘Black’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일반적인 

공간으로 분석의 주 대상이 된다. ‘White’는 벽체로서 시각적으로도 차단되고 물리

적인 이동도 불가능한 공간이다. ‘Blue’는 창 또는 펜스로서 시각적으로는 투시가 

가능하지만 물리적인 이동은 불가능한 공간이다. ‘Brown’은 attraction으로서 사람

의 이동을 끌어당기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림 2-2] 동적시각분석(DVA)의 patch 색상별 환경설정 (이승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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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vist (가시영역) 이론
Isovist는 베네딕트 (Benedikt, 1979)에 의해 제안된 공간분석 기법으로, 임의의 

공간 환경 내에서 특정 관찰점으로부터 360°방향으로 보이는 모든 영역을 가시영

역 또는 방사선으로 정량화한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공간 내에서 특정 관찰점이 

가지는 시각적 위상(visual topology)을 산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방향

이나 시야각이 아닌, 관찰점에서 모든 방향(360°)으로의 가시영역을 산정한다. 가

시영역 산정 시, 특정 관찰점에서 360°로 방사선(radials)을 분사하여 차폐물에 닿

는 지점들과 차폐물에 닿지 않고 경계면까지 분사된 지점들끼리 서로 연결함으로

써 닫힌 다각형(closed polygon)의 2차원적인 형태를 얻을 수 있다. 가시영역의 

형태와 크기는 시각적 차폐물로 작용하는 벽, 천장, 기둥 등과 같은 요소들에 의하

여 달라지기도 하며, 같은 물리적 환경이라 할지라도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다.

가시영역 이론의 분석 지표는 크게 가시영역 관련 지표와 방사선 관련 지표가 있

다. 가시영역 관련 지표는 가시영역의 형태적 특성을 수치화한 지표로써 ‘가시영역 

면적(area)’, ‘실경계선(real-surface perimeter)’, ‘가시한계선(occlusive 

perimeter)’, ‘원형도(circularity)’ 등이 있다. 그리고 방사선 관련 지표는 방사선의 

길이에 대한 통계적 지표로써 ‘가시한계선의 분산(variance of radials)’, ‘가시한계

선의 비대칭도(skewness of radials)’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 중

에서도 ‘가시영역 면적(Isovist Area)’이 Isovist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써 

주로 사용된다. 또한 이승재의 DVA에서도 Isovist의 다양한 지표 중 ‘가시영역 면

적’ 지표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해당 지표를 중심으로 유희시설의 

시각적 접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3] 위치별 가시영역의 예 (Batt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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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AEⅡ (시각적 접근 및 노출 모델Ⅱ)
황용하·최재필(2003)의 시각적 접근 및 노출 모델Ⅱ(Visual Access and 

Exposure, VAEⅡ)은 아치(Archea, 1984)의 시각적 접근 및 노출 모델(Visual 

Access and Exposure, VAE)을 수정·보완한 모델이다.

아치의 VAE 모델은 임의의 공간 환경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가능

성(visual access)과 자신이 타인에 의해 관찰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visual 

exposure)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모델이다. 즉, 분석 지표로는 시각적 접근값

(VA)과 시각적 노출값(VE)이 있다. VAE 모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간 내에 

동일한 간격의 격자점을 배치시킨 후, 각 관찰점(시작점)에서 모든 피관찰점(목표

점)을 30°의 시야각으로 바라볼 때 관찰 가능한 점들의 합은 VA값으로, 각 피관찰

점(목표점)에서 모든 관찰점(시작점)을 30°의 시야각으로 바라볼 때 관찰되는 점들

의 합은 VE값으로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아치의 VAE 모델에서는 조작적 정의의 모순이 있으며, 황용하와 최재필

은 모든 점들을 동등하게 바라본다는 관찰방식이 지나치게 강한 가정이라고 지적

하였다. 따라서 관찰자가 모든 피관찰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확률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방향을 기준으로 동일한 확률로 바라보는 관찰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논증

하였다. 하지만 이 방식을 선택할 경우, 시각적 접근값과 노출값은 항상 같아지므

로 이는 기존의 시각적 접근가능성과 노출가능성이 다를 수도 있다는 개념과는 상

이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 즉, 황용하와 최재필은 기존 아치의 모델에서의 VA값과 

VE값은 구별되는 지표가 아니며, 모든 방향에 대해 동일하게 관찰할 때 이 값은 

결국 가시영역 면적(Isovist Area)이 된다고 하였다.

황용하와 최재필(2003)이 VAEⅡ 모델을 통해 새롭게 제시한 지표는 ‘거리가중

가시영역(Weighted Isovist Area, I)’이며, 이는 기존의 가시영역 면적(Isovist 

Area)에서 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특정 지점을 관찰하거나 관찰되기가 어려워지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관찰하거나 관

찰되는 것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거리에 반비례하는 시각함수를 적용하였다. 즉, 

거리가중가시영역이란 공간을 일정한 격자점으로 나누고 관찰점에서 가시영역 내

에 있는 모든 점들의 거리를 역수로 취한 값들의 합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특정 지

점에서 거리 가중치가 적용된 접근 및 노출의 용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를 통해 유희시설에서의 시각적 노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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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VA 지표 분석방법 
다양한 DVA 분석지표 중에서 다음 [표 2-2]와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미아 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동적 분석에 해당하는 미

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동경로’와 ‘이동빈도(Steps)’, ‘충돌빈도

(Jam Level)’, ‘동적 노출량(qDVE)’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동경로’를 통해서

는 유희시설에서의 미아의 이동경로를 파악함으로써, 평면구성에 따른 미아의 이동 

방향 및 이동 정도(거리)를 예측할 수 있다. ‘이동빈도’를 통해서는 유희시설에서 

미아가 많이 이동하는 곳을 파악함으로써, 평면구성에 따른 미아의 이동 가능성이 

높은 곳을 파악할 수 있다. ‘충돌빈도’를 통해서는 유희시설에서의 병목구간을 파악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평면구성에 따른 혼잡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동적 노출

량’을 통해서는 미아가 이동하면서 타인에게 많이 노출되는 곳을 파악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평면구성에 따른 위치별 시각적 노출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분석결과를 통해 보호자의 아동관찰 및 타인의 미아발견이 용이한 곳을 파악

할 수 있다. 

정적 분석에서는 Isovist와 VEⅡ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Isovist가 ‘동일한 환

경이라도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보이는 공간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공간에서 일어

나는 사용자의 행태 역시 위치에 따라 달라질 것’(M.Benedikt, 1979)이라는 전제

에서 출발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가시면적의 양(Isovist Area)’을 통해 유희시설 

및 휴식공간 중에서 가시성이 높은 곳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분석결과는 

곧 보호자의 아동관찰 및 타인의 미아발견이 용이한 곳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거리가중가시영역(노출의 용이성, I)’을 통해서는 유희시설에서 노출도가 높은 곳

을 도출함에 따라, 아동이 많이 노출되는 곳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아동

이 유희시설 내에서 놀이 중에 보호자에게 노출되는 정도와 미아가 되었을 때 타인

에게 노출되어지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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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분석 (미아 보행 시뮬레이션)

지표 이동 경로 이동 빈도 (Steps) 

분석 
내용

미아의 이동경로를 파악함으로써, 
평면구성에 따른 이동 방향 및 이동 

정도(거리) 파악 가능
미아가 많이 이동하는 곳을 

파악함으로써, 평면구성에 따른 이동 
가능성이 높은 곳 파악 가능

분석 
결과

(예시)

지표 충돌 빈도 (Jam Level) 동적 노출량 (qDVE)

분석 
내용

유희시설에서의 병목구간을 파악 
가능함에 따라, 평면구성에 따른 

혼잡도 파악 가능
미아가 이동하면서 많이 노출되는 

곳을 파악 가능함에 따라, 평면구성에 
따른 시각적 노출도 파악 가능

분석 
결과

(예시)

정적 분석 ( Isovist & VEⅡ)

지표 가시면적의 양 (Isovist Area) 노출의 용이성 (VEⅡ, )

분석 
내용

유희시설에서 가시성이 높은 곳을 
파악함에 따라, 보호자의 아동 관찰 
및 타인의 미아발견이 용이한 곳을 

파악 가능

유희시설에서 노출도가 높은 곳을 
파악함에 따라, 아동이 많이 노출되는 

곳을 파악 가능

분석 
결과

(예시)

[표 2-2] 동적시각분석(DVA) 모델의 지표에 따른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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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상지 개요 및 현황

3.1.1. 부산시민공원
(1) 공원 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및 연지동 일원

§ 면적 : 473,279㎡

§ 사업기간 : 2005. 05 ~ 2015. 04

§ 총사업비 : 6,679억원

§ 개 원 일 : 2014. 05. 01.

§ 연간 이용객: 7,939,100명 (하루 평균 35,000여명)

[그림 3-1] 부산시민공원 전경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501.22002191721)

 

부산시민공원은 일제 강점기에 경마장과 군속훈련소로 사용되었고 1945년 광복 

후에는 주한미군 부산기지 사령부(캠프 하야리아)가 설치 운영되었다. 2006년 캠

프 하야리아의 부지를 반환받아, 2014년 5월에 개장하였다. 공원 부지는 가로 약 

850m, 세로 약 620m의 규모이며, 서면교차로와 부전역세권에 인접해 광역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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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수하고 사방으로 도로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접근체계가 양호하다. 하루 평

균 35,0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부산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다. 또한 부산시

민공원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적용되었다. 공원 내에

는 스마트방범 CCTV 42대, 일반 CCTV 50대 설치되어 공원 구석구석을 감시하

여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고, 긴급상황이 감지되면 통합운영센터와 각 

소방서 경찰서에 통보된다.

(2) 공원 프로그램

[그림 3-2] 부산시민공원 프로그램 (부산시, 2013)

공원설계자 제임스 코너 (미국, F/O)가 설계하였으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명품 테마공원'이란 주제로 '기억·문화·즐거움·자연·참여'라는 5가지의 테마로 숲길

을 조성하였다.

‘기억의 숲길’은 지난 100년간 잃어버린 땅이었던 하야리아 부대의 흔적과 기억

을 되짚어보는 테마 숲길로써 일제강점기, 미군주둔기의 역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성

하였다. 부지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령관 관사, 장교관사, 학교 등 옛 미 

캠프 하야리아 건물 일부를 그대로 살려 공원 역사관과 문화 예술촌 등의 전시공간 

및 테마정원, 편의시설로 조성하였다.

‘문화의 숲길’은 시민이 문화 활동을 즐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 

장이다. 즉, 공원의 중심이 되는 잔디 광장 및 문화의 길을 따라 만들어지는 소규모 

광장들이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생성되는 열린 문화 공간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이 만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 

‘즐거움의 숲길’은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위치한 테마 숲길이

다.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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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설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설 간 놀이행태가 연결되도록 배치하였으며 안전

을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꽃과 낙엽의 색이 아름답고 잎의 모양이 독특한 식재를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흥미와 관심 유발하였다.

‘자연의 숲길’은 자연 경관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여가, 교육, 웰빙, 건강 등의 프

로그램과 시설물을 계획함으로써 도심 속 자연휴양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공원을 끼

고 도는 부전천과 전포천은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복원되

었다. 또한 길을 따라 소나무를 식재하여 테마를 강화하고 엑센트 수종으로 중국단

풍, 참나무 등을 식재하여 경관적 흥미를 더하도록 계획하였다. 수목 및 시냇물과 

연못 등을 통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참여의 숲길’은 기존 자연의 흐름과 연계한 테마 숲길로써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흥미를 유발한다. 도심농장 형태의 참여정원(텃밭)과 참여의 벽 

등이 있어 시민들이 직접 공원을 가꾸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또한 추수를 축하하

고 수확된 작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추수 축제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3) 공원 주요 시설
부산시민공원 주요 시설로는 공원역사관, 방문자센터, 부전천(2.5㎞), 전포천(2.5

㎞), 분수(4개소), 광장(6개소), 어린이놀이시설(9개소) 등과 주차장(902면), 카페(3

개소), 편의점(2개소), 화장실(22개소)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그중 공원 중앙에 위

치하고 있는 하야리아 잔디광장의 면적은 약40,000㎡로 축구장의 6배이다.

[그림 3-3] 부산시민공원 주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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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자센터

방문자센터에는 이용객의 출입이 가장 많은 남문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면적은 

16,553.22㎡이며, 지상1층과 지하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원 관람안내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문자 지원공간과 공원의 행정 및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관리사무

실이 있다. 또한 4D 체험관, 가족놀이공간, 수유실, 고객휴게실, 물품보관소 등도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미아발생 시, 안내방송이 이루어지며 아동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놀이방이 있다. 또한 415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이 있다.

[그림 3-4] 부산시민공원 방문자센터

■ 뽀로로 도서관

하야리아 캠프시절 사병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퀀셋막사 5개 중 식당건물을 리

모델링한 건물이다. 중앙의 잔디광장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56.40㎡이

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작품인 뽀롱뽀롱 뽀로로의 다양한 캐릭터 조

형물과 영상물, 아동교육용 도서 등이 비치되어 있다. 특히, 뽀로로 도서관의 정면

에 전시된 캐릭터 조형물은 대표적인 사진촬영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특성

으로 뽀로로 도서관은 부산시민공원의 여러 시설물 중에서 방문객 이용률 1순위로 

가장 인기 있는 시설이다.14) 

14) 공원 연간이용객 1,096,200명 중 16.2%인 177,524명이 방문 (2014.05~2015.04기준, 부산시설공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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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부산시민공원 써클타워

[그림 3-7] 부산시민공원 동물 유치원

[그림 3-5] 부산시민공원 뽀로로 도서관

■ 써클타워

북문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

린이가 즐기는 물방울 놀이에서 하

늘로 올라가는 오색빛의 물방울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된 종합놀이

시설이다. 규격은 높이 11.7m × 폭 

12.5m 이며, 써클, 회전그네, 플랜

더, 유아놀이터, 회전놀이대, 놀이동

산데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물유치원

써클타워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코알라 등의 각종 동물 형

상을 통해 순수한 아이들의 동심을 

표현한 놀이시설이다. 또한 장애아

동을 배려한 Barrier Free 설계로, 

문턱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

이 가능하다. 미끄럼틀, 그네, 소리

나팔, 줄사다리, 암벽오르기, 퍼즐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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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부산시민공원 에어바운스

[그림 3-9] 부산시민공원 돔플레이

[그림 3-10] 부산시민공원 꿈틀이 시소

■ 에어바운스

중앙 잔디광장 우측 위쪽에 위치

한다. 뭉게구름을 모티브로 디자인

되었으며, 부드러운 촉감의 막재질

과 공기인입으로 생기는 마운딩에

서 점프를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다. 규격은 높이 1.5m × 폭 17m 

× 길이 14.5m 이며, 고무칩 포장, 

PVC 코팅막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안전관리를 위해 용역직원 1명, 자원봉사자 1명 등이 배치하여 근무한다.

■ 돔플레이

중앙 잔디광장 우측에 있으며, 카

페테리아와 꿈틀이 시소 사이에 위

치하고 있다. 정글짐과 그물망의 조

합형 놀이시설로 대형 반구형 모양

이며, 규격은 높이 6m × 폭 12m

이다. 어린이의 호기심을 충족시킴

과 동시에 안전성도 확보한 놀이기

구이다. 

■ 꿈틀이 시소

돔플레이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단순히 상하 운동만 가능한 

일반 시소와 달리 스프링을 통해 

세 개의 시소가 연결돼 있으며, 

360도 회전이 가능한 자유로운 하

부구조를 통해 상하좌우로 자유로

운 움직임이 가능하다. 또한 시소 

좌측으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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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부산시민공원 감성발달 그루터기

[그림 3-12] 부산시민공원 자연체험 놀이터

어 아동과 노인계층이 함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 감성발달 그루터기

중앙 잔디광장 우측에 자연체험 

놀이터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숲 속의 작은 나무를 모티브로 제작

되었으며, 어린이들의 감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유아놀이시설이다. 규

격은 높이 5.5m × 폭 14m 이며, 

나무 조형물, 그늘막, 요람그네, 앉

음벽, 소리 파이프, 놀이벽, 고무볼, 

실로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연체험 놀이터

감성발달 그루터기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숲속 나무그늘 아래의 오두막을 모

티브로 한 놀이기구로, 아동의 다양

한 동선을 유도하며 다수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놀이 시설물이

다. 규격은 높이 15m × 폭 19.6m 

× 길이 24.6m 이며, 나무, 오두막, 

데크, 회전의자, 원통 슬라이드 등

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꿉놀이, 슬라이드 놀이 등이 가능하다.

■ 도심백사장

남문 근처이며 전포천 하류인, 음악분수와 물놀이마당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부

산의 상징인 바다와 해수욕장을 모티브로 한 대형 모래놀이터이다. 도심지에 위치

한 공원 내에서도 백사장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면적은 약 1,800㎡

이며, 합천 황강의 고운 모래를 평균 70cm 포설하였다. 썬큰구조로 이루어져 있으

며, 단차를 이용한 계단 테라스를 통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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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부산시민공원 도심 백사장

[그림 3-14] 부산시민공원 물놀이마당

[그림 3-15]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

■ 물놀이마당

남문 근처, 도심백사장 우측에 위

치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 남녀

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배치된 

수경시설이다. 238개의 노즐과 조

명이 시원한 물줄기 및 음악과 어울

려 장관을 연출한다. 물놀이마당은 

5~9월 10:30부터 19:30까지 한 시

간 주기로 25분 동안 가동되며, 주

말 및 공휴일에는 10회, 평일에는 

6회 운영된다.

■ 하야리아 잔디광장

하야리아는 아메리카 원주민(세

미뇰족)의 말로 아름다운 초원이라

는 의미이며, 부지의 역사성과 상징

성을 고려하여 하야리아 잔디광장

으로 명명하였다. 면적은 축구장 6

배인 40,000㎡이며, 공원 중앙지역

에 위치하고 있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영

화제와 음악공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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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북서울 꿈의 숲
(1) 공원 개요

§ 위치 :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번동 산28-6 일대)

§ 면적 : 662,627㎡

§ 사업기간 : 2007. 10 ~ 2010. 02 (2008. 11 공사착공 2009. 10 공원개장)

§ 총사업비 : 3,339억원

§ 개 원 일 : 2009. 10. 17

§ 연간 이용객: 5,630,000명 (평일 8,400명,  주말 35,000명)

[그림 3-16] 북서울 꿈의 숲 전경

북서울꿈의숲은 강북구 번동에 위치하며, 기존 드림랜드 철거지역을 중심으로 조

성되었다. 강북구는 서울의 동북단에 위치하며 본동은 강북구의 동단에 위치하고 

있다. 공원을 중심으로 동남쪽 방향으로 월계로가 미아4거리로 이어지며 동북쪽으

로 한천로가 우이천과 나란히 지나치며, 공원 위쪽으로는 오현로가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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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중심으로 반경 5km이내에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

구가 접하며 이 곳 6개구의 인구를 합하면 약 265만 명이다. 연간 방문객 수는 

5,630,000명이며, 조성면적은 기존 드림랜드와 인접 부지를 합하여 662,627㎡이

다.15)

공원내 주동선에는 벚꽃길, 공원의 북쪽 아파트 지역과 인접한 곳에는 김풍숲이 

조성되어 있다. 공원 동남쪽에는 전통 한옥인 창녕위궁재사(등록문화재 제40호)가 

복원되어 있으며 주변에 연못과 정자, 칠폭지를 조성하였다.

눈썰매장 조성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원의 남서쪽 입구에는 300석 규모의 공연장 

2개와 다목적홀, 전망대로 구성된 아트센터가 건립되었다. 아트센터 옆 전망대(해

발 139m)에서는 북쪽으로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을, 남쪽으로는 남산과 한강까지

도 조망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술관과 방문자 센터, 레스토랑 등의 문화부대시설도 

함께 들어섰다.

(2) 공원 프로그램
북서울 꿈의 숲에 도입된 공원시설은 지난 2008년 4월 17일 국제현상공모를 통

해 결정되었다. 국제현상공모에는 모두 10개 그룹 32개 업체(국내 21, 해외 11개)

가 참여하였으며, 공모 결과 (주)씨토포스, (주)시간건축사무소, 미국 IMA디자인사

가 협력하여 만든「개방(Open Field)」이라는 작품이 당선되었다. 이 설계의 주요 

공간구성 요소는 호수, 대형 잔디광장, 월광폭포, 정자(애월정), 산책로, 칠폭지, 야

생초화원, 포켓파크와 미술관, 문화센터, 카페테리아,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 강북 지역에 최초로 조성되는 대형 공원으로 기존의 노후한 시설물을 

모두 비우고, 지형에 맞는 생태적 조경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기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공간은 숲의 규모 및 입지, 주변 맥락, 공원 내 기존 시설지 분포, 가용지 분

포, 공간의 성격 등에 따라 경계부, 접속부, 결절부 및 중심부의 4개의 큰 테마공간

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공간 특징에 맞는 환경 및 문화 아이템을 배치함

으로써 중심으로의 집중이 아닌 모든 공간의 이용과 활용 효율성을 높였다.

15) 서울시, 북서울 꿈의 숲 이야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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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북서울 꿈의 숲 공간 구성

진입광장에서는 수경연출과 조형 잔디마당을 통해서 공원입구의 정체성을 구현

하였다. 기존 전통건축물인 창녕위궁재사 건물은 원형으로 복원하고, 주변에는 푸

른 호수와 함께 정자와 폭포 등을 조성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전통경관을 연

출하였다. 과거 드림랜드 눈썰매장으로 쓰였던 경사지에는 공연장, 전시장, 레스토

랑 및 전망대 등을 배치하여 최첨단 복합문화공간으로 형성하였다. 그리고 바닥분

수, 미러폰드, 볼프라자, 야외공연장 등의 참여형 공간을 조성하여 공간 이용성을 

증진시켰다. 또한 공원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녹지의 평온함을 극대화 하였다. 아파

트와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공원 경계부에는 어느 곳에서나 공원접근이 가능하도

록 가로공원, 산책로 및 체력단련장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3) 공원 주요 시설
기반시설로는 잔디광장(청운답원) 14,882㎡, 산책등산로 5,815m가 있고, 조경

시설로는 연못(월영지 5,000㎡, 칠폭지 1,980㎡), 분수대 3개소가 있다. 유희시설

로는 어린이놀이터 2개소와 상상톡톡미술관 앞 물놀이장이 있다. 운동시설로 배드

민턴장 5개소 2,915㎡, 족구장 1개소 561㎡, 체력단련시설 16개소가 있다. 교양시

설로는 퍼포먼스홀, 콘서트홀 등 문화공연시설, 갤러리, 상상톡톡미술관(944㎡), 

창녕위궁재사(1,302㎡)가 있다. 편의시설로는 주차장 2개소 402면, 전망대, 커피숍 

4개소, 중식당, 이태리식당, 편의점, 스낵부스, 북카페, 야외화장실 1개소, 음수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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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등이 있다. 관리시설로 방문자센터 1,465㎡(지하1층 지상2층), 공원 등 383

주 등이 있다. 사슴방사장의 면적은 2,511㎡이며, 사슴 10마리가 있다.

[그림 3-18] 북서울 꿈의 숲 주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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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북서울 꿈의 숲 방문자 센터

■ 방문자센터

방문자센터로써 인지성을 높이

기 위해 공원 주출입구에 위치하

고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휴식기

능을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기능과 공

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시정홍보

를 위한 디자인서울갤러리가 설치

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 단방향 정

보제공 시스템과 차별화된 참여형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관리실, 방재

실, 수유실 등이 있으며, 미아발생 시 안내방송이 이루어지며 방재실에서 아동을 

임시로 보호한다. 지하1층 및 지상2층의 구조이며, 건축면적은 544.64㎡, 연면적

은 1,465.23㎡, 최고 높이는 11.25m이다.

■ 청운답원 (잔디광장)

서울광장의 약 2배에 달하는 넓은 잔디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용객의 다이나

믹한 활동을 유도한다. 이곳에서 수변 공연 무대가 설치되고 특별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잔디광장 북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창포원은 소규모 공연을 위한 잔디마당으

로 작은 연못과 카페테리아 (글래스 파빌리온)가 있다. 이곳에서 휴식을 즐기며 잔

디광장을 통해 열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잔디광장 우측으로는 미술관과 물놀이

장이 연결되어 있다. 

    

[그림 3-20] 북서울 꿈의 숲 청운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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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상상 톡톡 미술관

[그림 3-21] 북서울 꿈의 숲 물놀이장

■ 물놀이장

잔디광장의 우측, 미술관 전면부

에 위치하고 있다. 물놀이장은 물놀

이기구 버킷인 낙수대를 설치하여 

일정시간에 한 번씩 쏟아져 내리는 

이벤트형으로 연출하였다. 수 공간 

전체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 Over Flow되는 물은 우수 관

을 통하여 배출되도록 하였다. 이렇

듯 항상 깨끗한 새로운 물이 공급되

지만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특별한 공감임을 고려하여 살균필터를 설계에 적용하

였다. 물놀이장은 5~9월 12:00부터 16:00까지 한 시간 주기로 30분 동안 가동되

며, 주말 및 공휴일에 총 5회 운영된다. 하지만 물놀이장 내에 물이 고여 있어 운영

시간에 상관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 상상 톡톡 미술관

문화프로그램의 공원 내 분산계획

에 따라 공원 중심부인 잔디광장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위치적 성격

으로 인해 방향 지향적 형태와 투명

한 입면구성을 가지고 있다. 지하1층 

및 지상2층 구조이며, 건축면적 

647.67㎡, 연면적 944.37㎡, 최고높

이 11.15m이다. 내부는 기획전시/상

설전시가 가능한 공원 내 소규모 갤

러리로 계획되었다. 2층 옥상에는 청

운답원(잔디광장), 월영지(호수) 등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야외카페가 설치되어

있다. 미술관 전면에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있어, 미술관 앞 테라스는 가족동반 이

용객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한 대규모 공원의 미아발생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36

[그림 3-23] 북서울 꿈의 숲 상상 어린이 놀이터

[그림 3-24] 북서울 꿈의 숲 볼프라자

■ 상상 어린이 놀이터 

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에 

전시하였던 상상 어린이 놀이터를 

북서울 꿈의 숲 볼프라자 근처로 

이전하였다. 해당 놀이터는 다양

한 놀이기구를 통해 아동의 다이

나믹한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우

주선 조합놀이대는 미끄럼틀은 물

론, 2인이 동시에 놀이운동이 가

능한 게임형 자가발전 사이클이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어린이가 동시에 매달려 즐겨 놀 수 있는 경사형 회전

놀이대도 있으며,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는 목재 박스형 모래놀이터도 있다. 벌집

형태의 아토머 조합놀이대는 상부에 부착된 태양광 집열판을 통해 LED가 점등됨

으로써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놀이시설 옆에는 태양광 패널이 

부착된 파고라와 데크가 있어,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볼프라자

공원의 북문 근처 문화광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선큰 구

조로 이루어져 있다. 열린 광장에

서 행해지는 예술 및 문화 활동의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볼 수 있으며, 평평한 지형으로 아

동의 다이나믹한 활동을 유도한다. 

볼프라자 주변으로 소나무 군락을 

조성하여 배경이 되는 경관을 형성

하고, 벚나무와 초화류를 통해 계

절적 경관을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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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북서울 꿈의 숲 바닥분수

[그림 3-25] 북서울 꿈의 숲 유아 놀이터

■ 유아 놀이터

북문 근처, 볼프라자 위쪽에 위치

하고 있다. 모래놀이터 형식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중심에 유아 스케일

의 미끄럼틀이 있다. 이런 특성에 따

라, 상상 어린이 놀이터 보다 영유아

의 이용률이 높다. 놀이터 경계부가 

데크로 둘러싸여 있어, 보호자가 아

동을 관찰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바닥분수

공원의 북문 근처, 미러폰드와 연

계하여 방문객의 시선을 유도하고 물

놀이 공간으로서 문화광장 내에 설치

되어 있다. 타원형 모양의 바닥분수 

안에는 직선 형태로 연출되는 100개

의 코리오 샤프노즐과 곡선 형태로 

연출되는 점핑노즐 19개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된 노즐은 각각 개별제어

가 가능하며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분수연출이 가능하여 감상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물놀이 참여공간으로 이용된다. 

미러폰드와 바닥분수의 수조는 연결되어있고 주된 기계장비는 바닥분수에 설치되

어있다. 다양한 칼라변화가 가능한 LED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는 또 다른 수경연

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바닥분수는 5~9월 12:00부터 16:00까지 한 시간 주

기로 30분 동안 가동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 총 5회 운영된다. 

■ 미러폰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물에 투영시켜 또 다른 경관을 빚어내는 미러폰드는 바

닥분수와 연계되어 수경체험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총 75m × 10m의 직사각형 형

태의 공간에 3개소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별한 분수연출 없이 단순히 물을 순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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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으로써 투영장면이 잘 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원래의 목적대로 경관을 저해하

지 않도록 폰드와 주변보도 사이에 단차가 없게 하였는데, 이러한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본래 목적인 미러폰드의 개념보다는 어린이들의 물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경

우가 발생하여 미관을 고려한 진입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물은 미러폰드 중

심부에서 입수되며 좌ㆍ우로 물이 넘치면서 빠지도록 하여 미러폰드 전체가 물결

이 너울지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27]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및 미러폰드

■ 꿈의 숲 아트센터

아트센터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북문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공원 내 대규모 개

방공간 확보’와 ‘자연지형의 복원’이라는 공원 전체 개념을 따라 시설물을 배치하였

다. 눈썰매장 지형형태를 바탕으로 훼손 부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복원의 상징성

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시설물을 디자인하였다. 1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부분적

으로 띄우고 공간을 오픈시킴으로써 미러폰드와의 연계성을 강화시켰다. 이를 통해 

아트센터 전면부의 그늘공간은 가족동반 이용객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한 아트센터 내부에는 공연 전문시설과 더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

원 이용객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다목적홀에서 

강연, 행사, 회의 등을 할 수 있고, 지역민들의 문화센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갤

러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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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대

전망대는 해발 139m로, 공원과 주변 도심지의 모든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파노

라믹 뷰를 형성하고 있다. 도심지내 들어서는 북서울 꿈의 숲의 의미를 더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조형계획이다. 도보로 공원을 산책하다가 자연스럽게 동선이 이어

질 수 있도록 동선의 정점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전망대 내부의 동선은 경사형 엘

레베이터 및 수직형 엘레베이터로 이어져 장애인 및 노약자, 일반인의 이동이 용이

하며 2층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지상3층의 구조이며, 건축면적은 860.27㎡, 연

면적은 1,173.26㎡, 최고 높이는 49.7m이다.

[그림 3-28] 북서울 꿈의 숲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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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부산시민공원 이용 시간대 (일요일 기준)
(출처 : ttps://support.google.com/business/answer/6263531?hl=ko)

3.2. 이용자 행태조사
이용자 행태조사의 목적은 전반적인 공원 관찰을 통해, 장소별 성인과 아동의 이

용빈도수 및 분포도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소별 보행밀도를 도출하는 것

이다. 또한 이를 통해 조사된 장소별 아동수는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로 변환하

여 추후 공원 장소별 미아발생 영향요인 도출 시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공원별 이용자 행태조사는 미아발생이 가장 많은 5월 중 하루를 선정하여 한시

간 반에 걸쳐 이뤄졌으며 GPS로 위치를 기록하며 공원 야외 전반을 촬영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실내 이용객은 제외하고 야외 이용객만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조

사된 이용자의 행태는 각각 성인과 아동, 동적과 정적행태로 유형화하였으며 텐트

를 포함하여 총 5종류로 구분하여 행태지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조사된 이용객 

분포도를 바탕으로 GIS 분석을 통해 이용객 행태별 보행밀도를 분석하였다.

3.2.1. 부산시민공원
(1) 이용자 행태조사

2016년 5월 1일(일요일)에 부산시민공원의 이용자 행태조사가 실시되었다. 부산

시민공원의 이용 시간대 조사결과, 이용객 방문이 많은 시간은 주말 14~17시이며, 

15~1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용되었다.16) 또한 관계자 인터뷰 결과, 미아발생이 

많은 시간은 주말 13~16시이며, 14~15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본조사의 목적

은 미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이용객수와 위치, 행태 등을 파악하는 것

이기 때문에 조사 시간은 이용객과 미아 발생이 모두 많은 14~15시30분 사이로 

16) ‘Google 인기 시간대’는 검색 장소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보여준다. Google 서버에 자신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도록 허용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충분한 인기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 대해

서만 그래프가 표시된다. 인기 시간대는 지난 몇 주 간의 평균 인기도를 기반으로 하고, 시간별 인기도는 상

대적으로 표시된다. (출처 : https://support.google.com/business/answer/6263531?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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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약 한시간 반 동안, GPS로 위치를 표시하며 실내를 제외한 공원 야외 

전반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하지만 현장조사를 한 5월 1일은 물놀이마당

을 처음으로 가동한 날로써, 물놀이마당 이용객이 다른 날보다 적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추후 5월부터 9월까지의 미아데이터를 현장조사시 관측된 이용자 수와 비

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결과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5월 22일(일)에 물

놀이마당 부근을 추가 조사하였다. 결과 분석 시, 물놀이마당을 제외한 시설의 이

용자수는 5월 1일 데이터를, 물놀이마당은 5월 22일 중 수경시설 가동시간대(매 

정시 25분간 가동)의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3-30] 부산시민공원 이용자 행태조사 GPS 위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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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부산시민공원 이용객 행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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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이용자의 행태는 각각 성인과 아동, 동적과 정적행태 총 4가지의 유형으

로 구분하여 행태지도로 작성하였다. 행태조사 결과, 조사 당시 공원 내에 있었던 

이용객은 총 8,652명이었으며, 그 중 성인은 6,398명, 아동은 2,254명으로 성인이 

아동보다 약 2.8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성인 중 동적행태 이용자는 

3,015명, 정적행태 이용자는 3,383명으로 비슷한 비율로 집계되었다. 또한 동적행

태 아동은 1,615명, 정적행태 아동은 639명으로 동적행태를 하는 아동이 정적행태

를 하는 아동보다 약 2.5배 더 많이 나타났다.

현황 면적 473,279m2

연간 이용객 (2015년) 7,939,100명

현장조사
(16.05.01 기준)

전체 8,652명 (100%)
성인동적 3,015명 (34.85%) 6,398명 (73.95%)성인정적 3,383명 (39.10%)
아동동적 1,615명 (18.67%) 2,254명 (26.05%)아동정적  639명 (7.38%)

텐트 - (텐트 금지)

[표 3-1] 부산시민공원 현황 및 행태별 인구수

성인 정적행태는 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을 동

반한 성인의 경우, 유희시설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동을 관찰하였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한 시간 반 동안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장소에서 이용객 수

의 변화가 많이 없었다. 하지만 도심백사장과 물놀이마당의 경우, 수경설비 가동 

유무에 따라 이용객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물놀이마당은 매 정시에 25분간 가동

(하루 10회)이 된다. 가동이 되지 않는 시간에는 아동들이 물놀이마당 인근 도심백

사장에서 놀이를 하다가, 수경설비가 가동되면 아동들이 물놀이마당으로 대거 이동

하는 현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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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부산시민공원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이용객수 변화
(좌 : 16.05.01 물놀이마당 가동 아닌 시간, 우 : 16.05.22 물놀이마당 가동 시간)

(2) 이용자 행태별 보행밀도
조사된 이용객 분포도를 바탕으로 GIS 격자망(quadrat) 분석을 통해 야외 이용

객의 행태별 보행밀도를 분석하였다. 격자망 분석(quadrat)은 일정한 크기의 그리

드 내에 포함된 점 데이터를 추출하여 해당 값 별로 그리드를 색으로 구분한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그리드의 크기를 10m로 지정하고, 가로 880m, 세로 670m의 

총 면적 589,600㎡ 공간으로 부산시민공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0m2 격자망 5896개 중 이용객이 존재하는 격자망은 29.7%로 나

타났다. 그 중, 가장 이용객 수가 많은 상위 1%의 격자망은 100m2당 19~81명 이

내의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7) 이 영역에 해당하는 공간은 대부분 유

희시설이거나 행사가 진행 중인 장소이다. 이 중 보행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81명

/100m2로 판소리 행사가 진행 중인 ‘흔적근장’이며, 주로 성인들이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는 정적행태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보행밀도를 보인 곳은 대부분 유희

시설이었으며, 아동의 놀이 활동과 성인의 아동 놀이지원 및 관찰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시설 이외의 길과 잔디밭의 수목이 심어져 있는 곳을 따라 1~5명/100m2의 

낮은 보행밀도를 보였다.

또한 가장자리 효과 (Edge Effect)에 의해, 중앙의 인기시설과 행사장에 이용객

17) 전체이용객 보행밀도 상위 1% 영역 : 흔적극장(행사장), 에어바운스, 돔플레이, 자연체험놀이터, 감성발달 

그루터기, 뽀로로 도서관, 향가의 숲 야외무대(행사장), 물놀이장, 도심백사장, 아트센터 부지(행사장), 시민

마루(음악분수 명소), 카페테리아, 써클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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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집중되어 있고, 출입구를 제외한 공원의 가장자리 주변부에는 이용객의 접근

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3] 부산시민공원 전체 이용객 보행밀도 (인/100m2)

전체 격자망 중에서 성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영역은 약 28.2%이다. 그리

고 성인 이용객이 전체 이용객 중 약 74%에 해당하는 만큼, 성인의 보행밀도 분포

도는 전체 이용객의 보행밀도 분포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 보행밀도

의 상위 1%영역 역시 유희시설과 행사장 부근으로 나타났으며, 100m2당 14~81명

의 성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격자망 중에서 아동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영역은 약 15.6%이다. 아동 

보행밀도의 상위 1%영역에는 100m2당 7~50명의 아동이 있었으며, 주로 유희시설

에 밀집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유희시설 이외의 대부분의 공간에서 1~3명/100m2

의 보행밀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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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부산시민공원 성인 및 아동 보행밀도 (좌: 성인, 우: 아동)

전체 격자망 중에서 동적행태가 일어나는 곳은 약 22.9%이다. 동적 보행밀도에

서 상위 약 0.4%에 해당하는 영역은 주로 유희시설이며, 100m2당 18~56명의 이

용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에서 아동의 놀이 및 성인의 아동 놀이지원 

등과 같은 동적 행태가 이루어졌다. 보행밀도 중 상위 0.4~22.9%에 해당하는 영역

에는 걷기 등과 같은 이동의 동적행태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유희시설 근처나 길을 

따라 분포하였다. 또한 동적행태가 일어나는 22.9%의 영역에서, 100m2당 5~10명

이 존재하는 영역이 약 3.2%이고, 1~4명이 존재하는 영역이 약 18.7%로 길을 따

라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인기시설이나 병목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의 공간에서 이용객들이 군집보행을 하기 보다는 타인과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가족, 연인, 친구 등의 동반객들과 함께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격자망 중에서 정적행태가 일어나는 곳은 약 13.7%이며, 주로 행사장이나 

유희시설 근처 벤치 및 잔디밭, 그리고 나무 그늘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정적 보행밀도에서 상위 약 0.27%에 해당하는 영역은 좌석이 정해져있는 

행사장이며, 100m2당 24~80명의 이용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적행태

가 일어나는 13.7%의 영역에서, 100m2당 6~10명이 존재하는 영역이 약 2.7%이

고, 1~5명이 존재하는 영역이 약 9.77%로 길가 보다는 넓은 잔디밭의 나무 그늘 

아래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유희시설 부근에서의 아동의 휴식이나 

보호자의 아동 관찰이나 행사장에서의 관람 등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정적행태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대화나 휴식 등을 위한 정적행태는 타인으로 부터의 프라이버

시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영역이 넓은 잔디밭에서 동반객별로 적정거리를 유지하

며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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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앙의 하야리아 잔디광장의 경우, 동적행태와 정적행태를 모두 수반하였

는데, 영역에 따라서 행태가 구분되었다. 잔디광장의 가장자리에는 수목이 심어져 

있어, 그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앙보다는 가장자리 30~40m 이내에서 정적행

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동적행태는 잔디밭에서 전반적으로 일

어났지만 동적행태의 유형은 영역에 따라 조금 달랐다. 잔디광장의 가장자리는 주

로 이동의 행태를 보였으며, 중앙부는 장애물이 없는 오픈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아

동의 놀이행태 및 성인의 아동 놀이지원 행태가 보였다.

[그림 3-35] 부산시민공원 동적 및 정적 행태 보행밀도 (좌: 동적, 우: 정적)

전체 격자망 중에서 성인의 동적행태가 일어나는 곳은 약 20.6%이이며, 성인의 

정적행태가 일어나는 곳은 약 13.7%이다. 성인 이용객이 전체 이용객 중 약 74%

에 해당하는 만큼, 성인의 동적 및 정적행태 보행밀도는 전체 이용객의 정적 및 동

적행태 보행밀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인의 동적행태는 주로 유희시설에서 아동

의 놀이지원이나, 길에 따른 이동의 형태를 보였다. 그리고 성인의 정적행태는 행

사장에서의 관람이나, 유희시설 부근에서의 아동 관찰, 잔디밭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의 휴식 등으로 나타났다.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한 대규모 공원의 미아발생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48

[그림 3-36] 부산시민공원 성인 동적 및 정적 행태 보행밀도 (좌: 성인동적, 우: 성인정적)
 

전체 격자망 중에서 아동의 동적행태가 일어나는 곳은 약 12.5%이며, 아동의 정

적행태가 일어나는 곳은 약 5.2%이다. 아동의 동적행태는 행사장이나 길보다는, 

유희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하지만 모든 유희시설이 아동의 동적행태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도심백사장의 경우, 아동이 앉아서 모래놀이를 하기 때문에 다

른 유희시설과 달리 동적행태보다는 정적행태가 강하게 나타났다. 물놀이마당의 경

우, 하루에 일정시간 가동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분수 가동유무에 따라 행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분수가 가동되지 않는 시간에는 물놀이마당 근처 벤치나 도

심백사장에서의 정적행태가 두드러졌으며, 가동시간에는 물놀이마당 내부에서 동

적행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3-37] 부산시민공원 아동 동적 및 정적 행태 보행밀도 (좌: 아동동적, 우: 아동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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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북서울 꿈의 숲
(1) 이용자 행태조사

2016년 5월 14일(토요일)에 북서울 꿈의 숲의 이용자 행태조사가 실시되었다. 

북서울 꿈의 숲의 이용 시간대 조사결과, 이용객 방문이 많은 시간은 주말 14~18

시이며, 15~17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용되었다.18) 이를 통해 부산시민공원과 북

서울 꿈의 숲의 이용 시간대가 서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추후 공원 장소별 

비교 시 편향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 시간을 부산시민공원과 같은  

14~15시30분 사이로 진행하였다. 약 한시간 반 동안, GPS로 위치를 표시하며 실

내를 제외한 공원 야외 전반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그림 3-38] 북서울 꿈의 숲 이용 시간대 (토요일 기준)
(출처 : https://support.google.com/business/answer/6263531?hl=ko)

18) ‘Google 인기 시간대’는 검색 장소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보여준다. Google 서버에 자신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도록 허용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충분한 인기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 대해

서만 그래프가 표시된다. 인기 시간대는 지난 몇 주 간의 평균 인기도를 기반으로 하고, 시간별 인기도는 상

대적으로 표시된다. (출처 : https://support.google.com/business/answer/6263531?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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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북서울 꿈의 숲 이용자 행태조사 GPS 위치 기록

조사된 이용자의 행태는 각각 성인과 아동, 동적과 정적행태로 유형화하였으며 

텐트를 포함하여 총 5종류로 구분하여 행태지도로 작성하였으며, 텐트 내의 이용객

은 제외하였다. 또한 상시 이용 가능한 미러폰드와 물놀이장과 달리, 바닥분수는 

매시 정각에 30분씩만 가동이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 달리 시간대별로 이용객 빈

도수 차이가 극심하다. 따라서 바닥분수의 이용객분포도는 바닥분수 가동시간대의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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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북서울 꿈의 숲 이용객 행태지도

행태조사 결과, 조사 당시 공원 내에 있었던 이용객은 총 3,995명이었으며, 그 

중 성인은 2,541명, 아동은 1,454명으로 성인이 아동보다 약 1.7배 더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성인 중 동적행태 이용자는 1,091명, 정적행태 이용자는 

1,450명으로 동적행태 보다 정적행태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동적행태 아동은 979명, 정적행태 아동은 475명으로 동적행태를 하는 아동이 

정적행태를 하는 아동보다 약 2배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텐트는 총 360개로 집

계되었다. 본 조사에 의하면, 북서울 꿈의 숲 이용객이 부산시민공원 이용객의 절

반 수준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북서울 꿈의 숲의 텐트 이용객을 실내 이용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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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했기 때문이다.

현황 면적 665,190m2

연간 이용객 (2015년) 5,600,000명

현장조사
(16.05.14 기준)

전체 3,995명 (16.05.14기준)
성인동적 1,091명 (27.3%) 2,541명 (63.6%)성인정적 1,450명 (36.3%)
아동동적   979명 (24.5%) 1,454명 (36.4%)아동정적   475명 (11.9%)

텐트 360개

[표 3-2] 북서울 꿈의 숲 현황 및 행태별 인구수

부산시민공원과 같이,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한 시간 반 동안 전반적으로 대부분

의 장소에서 이용객 수의 변화가 많이 없었다. 하지만 미러폰드와 바닥분수의 경

우, 수경설비 가동 유무에 따라 이용객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바닥분수는 매 정

시에 30분간 가동(하루 5회)이 된다. 가동이 되지 않는 시간에는 아동들이 미러폰

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수경설비가 가동되면 아동들이 바닥분수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림 3-41] 북서울 꿈의 숲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이용객수 변화
(좌 : 16.05.14 바닥분수 가동 아닌 시간, 우 : 16.05.14 바닥분수 가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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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행태별 보행밀도
조사된 이용객 분포도를 바탕으로 GIS 격자망(quadrat) 분석을 통해 야외 이용

객의 행태별 보행밀도를 분석하였다. 부산시민공원과 마찬가지로 그리드의 크기를 

10m로 지정하고, 가로 660m, 세로 660m의 총 면적 435,600㎡ 공간으로 북서울 

꿈의 숲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0m2 격자망 4,356개 중 이용객이 존재하는 격자망은 18.4%로 전

체 면적 대비 이용면적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북서울 꿈의 숲 지

리적 특성 상, 산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원 중앙에 큰 호수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가장 이용객 수가 많은 상위 1%의 격자망은 100m2당 16~52명 이내의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공간은 대부분 유희시설이다.19) 

이 중 보행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52명/100m2로 아트센터 전면부의 그늘공간이며, 

주로 미러폰드에서 물놀이를 하는 아동의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다. 따라

서 성인과 아동이 함께 많으며 주로 휴식과 아동관찰의 정적행태가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보행밀도를 보인 곳은 대부분 유희시설이었으며, 아동의 놀이 활동

과 성인의 아동 놀이지원 및 관찰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유희시설을 제외한 대부

분의 영역에서 1~4명/100m2의 낮은 보행밀도를 보였다.

또한 부산시민공원이 가장자리 효과 (Edge Effect)로 주변부보다 중앙에 이용이 

집중된 것에 비해, 북서울 꿈의 숲은 큰 길이 두 갈래로 나고 그 옆으로 시설이 자

리 잡고 있는 덕분에 산책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역에서 이용객의 접근이 이

루어졌다. 즉, 부산시민공원에 비해 가장자리 효과 (Edge Effect)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희시설이 서문 근처에 집중되어 있어, 보행밀도가 공원의 중앙부

보다는 특정 구역에서 주로 높은 현상을 보였다. 

19) 전체이용객 보행밀도 상위 1% 영역 : 아트센터, 상상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 미러폰드, 바닥분수, 미술관 

(볼프라자, 유아놀이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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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북서울 꿈의 숲 전체 이용객 보행밀도 (인/100m2)

  

전체 격자망 중에서 성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영역은 약 16.9%이다. 북서

울 꿈의 숲에서 성인의 보행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35명/100m2로 아트센터 전면

부 그늘공간이며, 그 다음으로 밀도가 높은 공간도 상상어린이놀이터이다. 이처럼 

성인의 보행밀도가 부산시민공원과 같이 유희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부산공

원 만큼 여타 다른 공간과의 밀도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북서울 꿈의 숲의 

경우, 가족단위의 방문객뿐만 아니라, 연인이나 친구 등의 방문객 비율도 높았다. 

따라서 성인의 보행밀도에 있어 유희시설 뿐만 아니라, 대규모 테라스 공간, 잔디

밭, 수목 그늘공간 등에서의 성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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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격자망 중에서 아동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영역은 약 10.9%이다. 아동 

보행밀도의 상위 1%영역에는 100m2당 7~31명의 아동이 있었으며, 주로 아트센터

와 미러폰드, 바닥분수, 상상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과 같은 유희시설에 밀집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유희시설 이외의 대부분의 공간에서 1~3명/100m2의 보행밀도를 

보였다.

[그림 3-43] 북서울 꿈의 숲 성인 및 아동 보행밀도 (좌: 성인, 우: 아동)

전체 격자망 중에서 동적행태가 일어나는 곳은 약 14.8%이다. 동적 보행밀도에

서 상위 약 0.6%에 해당하는 영역은 주로 유희시설이며, 100m2당 10~42명의 이

용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에서 아동의 놀이 및 성인의 아동 놀이지원 

등과 같은 동적 행태가 이루어졌다. 보행밀도 중 상위 0.6~14.8%에 해당하는 영역

에는 걷기 등과 같은 이동의 동적행태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유희시설 근처나 길을 

따라 분포하였다. 또한 동적행태가 일어나는 14.8%의 영역에서, 100m2당 4~6명

이 존재하는 영역이 약 2.4%이고, 1~3명이 존재하는 영역이 약 11.1%로 길을 따

라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부산시민공원처럼 유희시설을 제외한 대부

분의 공간에서 이용객들이 군집보행을 하기 보다는 타인과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가족, 연인, 친구 등의 동반객들과 함께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격자망 중에서 정적행태가 일어나는 곳은 약 9.5%이며, 주로 유희시설 근

처 벤치 및 잔디밭, 그리고 나무 그늘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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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산시민공원과 다르게 야외 행사장이 없어 과도하게 밀집된 정적행태는 보이

지 않았다. 따라서 가장 정적 보행밀도가 높은 곳은 48명/100m2로 아트센터 전면

부 그늘공간이다. 상상어린이놀이터 부근에서는 최대 26명/100m2의 보행밀도를 

보였으며, 카페테라스에서 최대 25명/100m2의 보행밀도를 보였다. 유희시설 부근

에서는 아동이 놀이 중간 휴식을 취하거나 보호자가 놀이 중인 아동을 관찰하는 정

적행태가 주로 나타났고, 카페테라스에서는 성인들이 식음료를 섭취하며 담소를 나

누는 식의 정적행태가 나타났다. 또한 정적행태가 일어나는 9.5%의 영역에서, 

100m2당 5~8명이 존재하는 영역이 약 1.95%이고, 1~4명이 존재하는 영역이 약 

6.3%로 길가 보다는 넓은 잔디밭의 나무 그늘 아래나 산으로 이어지는 언덕에 고

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유희시설 부근에서의 아동 관찰이나 아동 휴식 

등의 정적행태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대화나 휴식 등을 위한 정적행태는 타인으로 

부터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영역이 넓은 잔디밭에서 동반객별로 적

정거리를 유지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4] 북서울 꿈의 숲 동적 및 정적 행태 보행밀도 (좌: 동적, 우: 정적)
 

전체 격자망 중에서 360개의 텐트가 설치되어진 영역은 약 4.4%이다. 텐트는 앉

기, 눕기 등의 정적행태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적행태 보행밀도와 비슷한 분

포도를 보인다. 따라서 유희시설 근처나 나무가 우거진 잔디밭 근처에 설치되어져 

있다. 또한 텐트가 있는 4.4%의 영역 중에서 약 3.3%가 1~2개/100m2의 밀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텐트별로 적정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텐트 전면부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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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공간과 사람들의 이동 통로를 고려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45] 북서울 꿈의 숲 텐트밀도 (개/100m2)

전체 격자망 중에서 성인의 동적행태가 일어나는 곳은 약 12.3%이며, 그중 

9.3%의 영역에서 1~2명/100m2의 보행밀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곳 없이, 전반적으로 길과 시설을 따라 성인의 동적행태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의 정적행태가 일어나는 곳은 약 9.3%이다. 성인의 정적행태는 주로 유희시설 

근처 벤치나 잔디밭에서의 아동 관찰,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의 휴식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46] 북서울 꿈의 숲 성인 동적 및 정적 행태 보행밀도 (좌: 성인동적, 우: 성인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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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격자망 중에서 아동의 동적행태가 일어나는 곳은 약 8.9%이다. 아동 동적 

보행밀도의 상위 0.4%영역에는 100m2당 8~31명의 아동이 있었으며, 주로 미러폰

드, 바닥분수, 상상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과 같은 유희시설에 밀집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바닥분수의 경우, 부산시민공원의 물놀이마당처럼 분수 가동시간에 따라 동

적행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분수가 가동되지 않는 시간에는 바닥분수에서는 

최대 1명/100m2의 보행밀도를, 미러폰드에서 최대 20명/100m2의 보행밀도를 보

였다. 반대로 분수 가동시간에는 바닥분수에서는 최대 8명/100m2의 보행밀도를, 

미러폰드에서 최대 9명/100m2의 보행밀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미러폰드에서 물놀

이를 하던 아동들이 바닥분수가 가동됨에 따라 일부 이동하여 놀이를 이어간 것으

로 사료된다. 

 전체 격자망 중에서 아동의 정적행태가 일어나는 곳은 약 4.3%이다. 아동 정적 

보행밀도 상위 0.3%영역에는 100m2당 7~15명의 아동이 있었으며, 주로 아트센

터, 상상어린이놀이터와 볼프라자 사이공간 등 유희시설 부근이었다. 

[그림 3-47] 북서울 꿈의 숲 아동 동적 및 정적 행태 보행밀도 (좌: 아동동적, 우: 아동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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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아 현황조사
미아 현황조사는 수경시설이 일정하게 가동되어 동일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5~9월의 미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비신고된 미아는 포함하지 않았

으며, 보호자로부터 미아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원이나 시민 등에 의하여 발견됨으

로써 미아기록대장에 기재되는 미아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하지만 미아기록대장에 

기재된 장소는 미아 신고가 접수된 장소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미아를 신고한 경우

에는 기재된 장소를 ‘미아 발생 장소’로 볼 수 있고, 제3자에 의해 미아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재된 장소를 ‘미아 발견 장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신고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재된 장소가 정확히 미아 발생 장소인지 발견 장소인지 알 수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소별 미아수를 수치적으로 비교할 때, 발생 및 발견 장소별 

미아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에서 신고가 접수된 미아수 전체를 기준

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시설별 미아 발생 및 발견 수는 시설별 미아 발생 원인을 

정성적으로 해석할 때 이용하고자 한다. 

3.3.1. 부산시민공원
(1) 이용객 및 미아 현황

[그림 3-48] 부산시민공원 이용객 및 미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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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부산시민공원을 방문한 이용객은 총 

2,266,700명이며 이 기간 동안 총 145명의 미아가 발생하였다. 전체 월별 통계로 

보면 평일 이용객과 주말 및 공휴일 이용객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주말 및 공휴일

의 평균 이용객은 24,287.8명이고 평일 평균 이용객은 10,351.9명으로 이용객이 

평일보다 주말 및 공휴일에 약 2.3배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48). 미아 

또한 평일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반적으로 0~7명 정

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48). 이용객수와 미아수 모두 대부분의 날

에서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분포하고 있었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의 경우는 일일 

이용객이 116,000명, 미아가 43명으로 평소에 비해 평균적인 범위를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9] 요일에 따른 부산시민공원 이용객수와 미아수 분포도

요일에 따른 부산시민공원 이용객수와 미아수 분포도(그림 3-49)를 보면 주말 

및 공휴일과 평일의 이용객수와 미아수 모두 특정 값으로 수렴하면서 요일별로 서

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말 및 공휴일과 평일에 따른 미아수의 

차이가 이용객수에 기반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일 이용객수와 미아수의 상

관관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5~9월 전체 일일 이용객과 미아수의 상관관계 R값

은 0.902, R2값은 0.813이 나왔으며, 주말 및 공휴일 일일 이용객과 미아수의 상관

관계 R값은 0.931, R2값은 0.867로 일일 이용객과 미아수 사이에는 매우 큰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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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부산시민공원 이용객수와 미아수와의 상관관계(R) 분석
(좌: 5~9월 전체, 우: 주말 및 공휴일)

[그림 3-51] 부산시민공원 이용객수와 미아수와의 상관관계(R2) 분석
(좌: 5~9월 전체, 우: 주말 및 공휴일)

본 연구에서는 장소별 이용객 데이터를 주말에 진행된 현장조사 결과를 기준으

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아 데이터 또한 평일을 제외한 주말 데이터만을 사

용하고자 한다. 앞선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용객수에 따라 미아수가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이용객수는 주말만을 기준으로 하고 미아수는 평일과 주말 전체를 합한 데이

터로 사용할 경우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말의 

미아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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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별 미아 현황
미아 현황은 수경시설이 일정하게 가동되어 동일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5~9

월의 주말 및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미아 데이터는 공원에서 작성하는 미아기

록대장을 참고하여, [표 3-3]과 같이 미아 현황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No. 일자 미아 연령 성별 발생 및 발견장소 발생시간 인계시간 발견소요시간 신고
1

5/1 
(일)

미아01 4 여 119안전지킴센터 13:54 14:00　 6분 직원
2 미아02 5 여 에어바운스 14:14 　 　 직원
3 미아03 6 남 자연체험놀이터 14:24 14:30 6분 직원
4 미아04 5 여 뽀로로 도서관 14:47 14:50　 3분 직원
5 미아05 8 남 옥외 주차장 15:27 15:38 31분 직원
6 미아06 6 남 써클타워 16:06 　 　 직원
7 미아07 6 남 방문자센터 16:33 16:40　 7분 직원
8 미아08 5 남 자연체험놀이터 16:40 　 　 시민
9 미아09 7 여 뽀로로 도서관 17:10 　17:24 14분 직원

∙∙∙
135

9/25 
(일)

미아01 4 여 자연체험놀이터 12:45 시민
136 미아02 4 남 물놀이마당 14:40 보호자
137 미아03 6 남 자연체험놀이터 15:15 직원
138 미아04 4 남 자연체험놀이터 15:15 직원
139 미아05 5 남 자연체험놀이터 직원
140 미아06 5 여 써클타워 17:35 시민
141 미아07 2 여 남문 17:30 직원

[표 3-3] 부산시민공원 미아 현황 리스트

2016년 5~9월 주말 및 공휴일 동안에 부산시민공원에서는 총 141명의 미아가 

발생하였다. 미아의 평균 연령은 5.5세였으며 남아가 63.5%, 여아가 36.5%의 비

율로 발생하였다. 미아 평균 발생시간은 오후 3시 3분이고, 신고 접수부터 미아 인

계까지 평균 10.8분이 소요되었다. 미아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으로는 직원이 

43.0%, 시민이 32.7%, 보호자가 24.3%로 일반적으로 보호자보다 직원이나 시민 

등 제 3자에 의해 미아가 발견되었다.

미아 현황을 보면 월별로 미아 발생 건수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날씨가 

더운 7, 8월은 피서철로 다른 달보다 이용객 수와 미아수가 적은 편이었으며, 날씨

가 화창한 5월은 이용객이 많은 만큼 미아수도 많았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의 

경우, 총 43명의 미아가 발생했을 만큼 일반적인 날에 비해 미아 발생이 이례적으

로 많았다. 즉, 5월 5일 어린이날은 일반적인 주말보다 이용객이 많고 아동수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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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미아 

데이터 활용 시, 분석결과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날은 미아 표본데이터에

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림 3-52] 부산시민공원 5~9월 주말 및 공휴일 미아 분포 (5월5일 제외)

어린이날을 제외한 5~9월 주말 및 공휴일에 발생한 미아는 총 98명이다. 그리고 

부산시민공원의 미아기록대장에 의하면, 해당기간 동안에 총 25곳에서 미아가 발

생하였다. 하지만 미아기록대장은 미아 신고가 접수된 장소를 기재하기 때문에 해

당 장소에서 미아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발견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엄밀히 말

해 미아가 발생된 것과 발견된 것에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아

를 신고한 사람이 보호자일 경우, 기재된 장소를 ‘미아 발생 장소’로 보았고, 신고

자가 직원이나 시민 등 제3자일 경우, 기재된 장소를 ‘미아 발견 장소’로 분류하였

다. 그리고 신고자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알 수 없음’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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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명)
장소 비율 발생 및 발견 발생 발견 알 수 없음

자연체험놀이터 15.3 15 1 13 1
뽀로로 도서관 10.2 10 2 5 3

남문 11.2 11 2 7 2
물놀이마당 9.2 9 0 4 5
방문자센터 8.2 8 1 4 3
돔플레이 6.1 6 2 2 2

에어바운스 5.1 5 0 5 0
119안전지킴센터 3.1 3 0 2 1

도심백사장 3.1 3 1 2 0
옥외 주차장 2.0 2 0 2 0

써클타워 2.0 2 0 2 0
감성발달그루터기 2.0 2 0 2 0

카페테리아 2.0 2 1 1 0
하야리아 잔디광장 2.0 2 1 1 0

다솜마당 1.0 1 0 1 0
우물터 1.0 1 0 1 0
북문 1.0 1 0 1 0

전포천 1.0 1 0 1 0
기억의 숲 1.0 1 0 1 0

5번헤드라이터 1.0 1 0 0 1
아트센터 1.0 1 1 0 0
시민마루 1.0 1 0 0 1
역사관 1.0 1 0 0 1
공원내 9.2 9 0 1 8
합계 100.0 98 12 58 28

[표 3-4] 부산시민공원 5~9월 주말 및 공휴일 미아 현황 (5월5일 제외)

미아 신고가 접수된 장소를 보면, 전체 중 55.1%가 잔디광장을 포함한 유희시설

에 해당한다. 잔디광장을 포함한 유희시설의 면적이 공원 전체 면적의 12.2%에 해

당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아가 유희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3.2절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유희시설 내에 아동이 많을 뿐만 아

니라, 놀이 등을 통해 아동의 다양한 동적행태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

부분의 유희시설이 중앙 잔디광장 우측 편의 ‘즐거움의 숲길’을 따라 분포하고 있

는데, 이러한 점이 오히려 인접한 유희시설로의 아동 이동을 통해 미아발생을 유도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유희시설마다 경비초소가 배치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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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만큼 유희시설에서 제3자에 의해 미아가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유희시설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서도 미아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다. 도심

백사장으로부터 30m이내에 있는 남문에서는 총 11건의 미아 신고가 접수되었으

며, 그 중에서 총 7건이 초소 근무자에 의해 발견된 경우였다. 해당 초소 근무자와

의 인터뷰 결과, 남문에서는 주로 도심백사장과 물놀이마당에서 놀던 아동들이 남

문까지 혼자 걸어와서 발견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유희시설 이외의 미아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장소는 대부분 이용객이 밀

집된 곳이었다. 또한 방문자센터의 경우, 이용객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건물이 지하1

층부터 지상2층 및 옥상, 전망 데크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에 의해 미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유희시설과 그 부근, 그리고 방문자센터 등을 제외하고는 보통 1명 정도

의 미아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유희시설에서 미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장

소마다 미아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희시설의 환경적 요인이 미아발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장소는 5개월 동안 미

아가 1번씩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관된 환경적 요소보다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 의

해서 미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소별 환경특성 비교를 통

해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장소별 

미아발생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4장에서는 분석 대상을 미아가 발생한 장소 전부가 

아니라, 유희시설만으로 한정짓고자 한다. 이때 [표 3-5]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미아가 발생하지 않은 유희시설도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이용객수와 미아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

동이 많으면 그 만큼 미아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추후 장소별 미아수 비교 시, 

절대적인 미아 수치가 아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20) 즉, 상대적인 수치로 변환

하여 비교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편향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아 접수 시, 유희시설 근처에서 미아가 발생 및 발견되어도 신고 장소

를 유희시설로 기재한다는 점, 보호자의 아동 관찰과 아동의 휴식이 유희시설 외부

에서도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역을 유희시설 경

계 내부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시설 경계에서 10m 확장된 추가 영역을 포함하

여 기준 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뽀로로 도서관의 경우, 건물 외부에서만 미

20)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 [시설별 미아수(5~9월 통계 기준) ÷ 48일(어린이날 제외한 5~9월 주

말 및 공휴일)] ÷ 시설별 아동수 (5월 1일 현장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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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발생하였으므로, 분석영역은 시설경계에서 10m 확장된 외부 영역만으로 설

정하고자 한다. 또한 잔디광장은 면적이 넓고, 이용객이 주변 도로 이용객과 구분

된다는 측면에서 시설의 범위를 도로경계 내로 설정하고자 한다.  

유희시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미아수(명) 아동수(명)

뽀로로도서관 0.00321 10 65
자연체험놀이터 0.00177 15 177

돔플레이 0.00149 6 84
물놀이마당 0.00118 9 159
에어바운스 0.00099 5 105

감성발달그루터기 0.00074 2 56
써클타워 0.00053 2 79

도심백사장 0.00053 3 119
하야리아 잔디광장 0.00050 2 83

꿈틀이 시소 0.00000 0 104
동물 유치원 0.00000 0 31

[표 3-5] 부산시민공원 유희시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미아수만을 고려했을 때는, ‘자연체험 놀이터’에서 미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로 본 결과, ‘뽀로로 도서관’ 부근에서 아동수에 비

해 미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뽀로로 도서관의 미아수 

비율이 자연체험놀이터보다 약 1.8배 더 많다는 점에서 미아수만을 고려하는 분석

은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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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북서울 꿈의 숲
(1) 장소별 미아 현황

장소별 미아 발생 현황은 부산시민공원과 마찬가지로 미아기록대장을 참고하였

으며, 수경시설이 일정하게 가동되어 동일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5~9월 중 어

린이날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북서울 꿈의 숲에서는 총 33명의 미아가 발생하였다. 미아의 평

균 연령은 5.4세였으며 남아가 54.5%, 여아가 45.5%의 비율로 발생하였다. 미아 

평균 발생시간은 오후 3시 14분이고, 신고 접수부터 미아 인계까지 평균 32.9분이 

소요되었다.21) 미아 신고자로는 보호자가 21.4%이고, 직원이나 시민이 78.6%였

다. 미아 연령이나, 발생 시간, 신고자의 비율은 대체로 부산시민공원과 비슷하였지

만 미아 인계 소요시간에 있어서는 북서울 꿈의 숲이 더 길게 나타났다. 이는 부산

시민공원이 방문자센터보다는 유희시설 근처 경비 초소에서 미아를 보호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미아방송이 나온 직후, 유희시설 근처에 있는 보호자에게 즉각적인 

미아 인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북서울 꿈의 숲의 경우, 보호자가 안내방송을 듣고 

미아보호소로 찾아오거나, 발견된 아동을 미아보호소까지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미

아 인계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미아 신고가 접수된 장소를 보면, 전체 중 63.6%가 잔디광장을 포함한 유희시설

에 해당한다. 부산시민공원과 마찬가지로 북서울 꿈의 숲에서도 미아가 유희시설에

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희시설 내에 아동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놀이 등을 통해 아동의 다양한 동적행태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유희시설이 서문과 중앙 잔디광장에 밀집하고 있어, 인접한 유희시설로의 

아동 이동을 통해 미아발생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유희시설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서도 미아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다. 미러

폰드 및 아트센터 인근에 있는 서문에서는 총 2건의 미아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바

닥분수, 상상놀이터, 볼프라자 사이에 있는 문화광장에서는 1건의 미아 신고가 접

수되었다. 이는 유희시설에서 놀던 아동들이 혼자 시설에서 이탈해서 나와 서문에

서 발견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유희시설 이외의 미아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장소는 대부분 이용객이 밀

21) 5월의 미아 인계소요시간은 평균 61.4분으로 다른 달과 다르게 매우 길게 나타났다. 북서울 꿈의 숲에서 

미아기록대장을 자체적으로 작성한 시점이 5월이라는 점에서 작성자의 미숙한 점을 감안하여, 5월을 제외한 

6~9월의 평균 인계소요시간을 계산하면 20.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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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곳이었다. 테라스의 경우, 큰 길을 따라 50m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이동장소

의 연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카페테리아 부근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방문자센터가 공원 동문 초입에 있어 이

용객의 이동이 많다.

[그림 3-53] 북서울 꿈의 숲 5~9월 주말 및 공휴일 미아 분포 (5월5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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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명)
장소 비율 발생 및 발견 발생 발견 알 수 없음

아트센터 앞 18.2 6 2 2 2
미술관 앞 12.1 4 0 2 2

놀이터 9.1 3 0 0 3
잔디광장 6.1 2 0 1 1
볼프라자 6.1 2 0 1 1
미러폰드 6.1 2 1 0 1

서문 6.1 2 0 0 2
주차장 6.1 2 0 0 2

방문자센터 6.1 2 0 1 1
테라스 3.0 1 0 0 1

물놀이장 3.0 1 0 0 1
바닥분수 3.0 1 0 1 0
문화광장 3.0 1 0 1 0
갤러리 3.0 1 0 0 1

야외화장실 3.0 1 0 1 0
공원내 6.1 2 0 0 2
합계 100.0 33 3 10 20

[표 3-6] 북서울 꿈의 숲 5~9월 주말 및 공휴일 미아 현황 (5월5일 제외)

 

부산시민공원과 마찬가지로 유희시설 장소별 미아발생 영향요인 분석 시, 비교 

지표를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22)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수 산정의 기준

이 되는 영역도 마찬가지로 시설 경계에서 10m 확장된 추가 영역을 포함하여 기준 

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때 ‘아트센터 앞’과 ‘미술관 앞’은 건물 외부에서만 미아

가 발생하였으므로, 분석영역은 시설경계에서 10m 확장된 외부 영역만으로 설정

하고자 한다. 또한 잔디광장은 면적이 넓고, 이용객이 주변 도로 이용객과 구분된

다는 측면에서 시설의 범위를 도로경계 내로 설정하고자 한다. 

북서울 꿈의 숲의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을 보면 가장 높은 곳이 아트센터 앞

과 미술관 앞으로 나타났다. 이 두 곳은 모두 유희시설 부근의 휴식공간으로써 아

동의 잦은 이동을 수반하고 있다. 반면, 아트센터와 미술관 부근에 있는 미러폰드

와 물놀이장에서는 낮은 미아발생률을 보였다.

22)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 [시설별 미아수(5~9월 통계 기준) ÷ 48일(어린이날 제외한 5~9월 주

말 및 공휴일)] ÷ 시설별 아동수 (5월 1일 현장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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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시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미아수(명) 아동수(명)

아트센터 앞 0.00136 6 92
미술관 앞 0.00113 4 74

잔디광장(청운답원) 0.00074 2 56
상상어린이놀이터 0.00029 3 219

바닥분수 0.00023 1 89
미러폰드 0.00019 2 214
볼프라자 0.00019 2 222
물놀이장 0.00015 1 137

유아놀이터 0.00000 0 24

[표 3-7] 북서울 꿈의 숲 유희시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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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두 공원의 전체 면적을 비교해 보면, 북서울 꿈의 숲이 부산시민공원보다 약 1.4

배 더 크지만, 북서울 꿈의 숲에서 산지가 2/3이상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

제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부산시민공원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용객의 경우, 북서울 꿈의 숲에서 연간 이용객 수만 제공하고 일일 이용객 데

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가 현장조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 

공원 장소별 성인과 아동의 이용빈도수 및 분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장조사

는 미아발생이 가장 많은 5월 중 하루를 선정하여 1시간 반에 걸쳐 이뤄졌으며 공

원전반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조사된 이용자의 행태는 각각 성인과 아동, 

동적과 정적행태로 유형화하였으며 텐트와 같은 차폐막을 포함하여 총 5종류로 구

분하여 행태지도로 작성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부산시민공원의 이용객이 북서울 

꿈의 숲 이용객 보다 약 2.1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된 이용객 분포도를 바탕으로 GIS 격자망(quadrat) 분석을 통해 야

외 이용객의 행태별 보행밀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공원 모두 유희시설에서 

가장 높은 보행밀도를 보였다. 이곳에서 아동의 놀이 활동과 성인의 아동 놀이지원 

및 관찰 행태가 나타났다. 그리고 길을 따라 나타나는 동적행태 보행밀도와 잔디밭 

나무 그늘 아래의 정적행태 보행밀도가 대부분 1~4명/100m2인 것으로 보아, 이용

객들이 서로 적정거리를 유지하면 동반객별로 군집현상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보행밀도의 변화가 없었지만 수경시설의 경우, 수경설비 가

동 유무에 따라 이용객수 및 보행밀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미아 현황은 수경시설이 일정하게 가동되어 동일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5~9

월의 주말 및 공휴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은 일

반적인 주말보다 이용객이 많고 아동수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특수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아 표본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장소별 미

아발생 영향요인 비교분석 시, 기준 지표를 ‘미아수’가 아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로 설정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편향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아가 발생 및 

발견되는 장소가 과반수이상 유희시설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대상을 

유희시설로 한정지어서 미아발생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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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북서울 꿈의 숲 비고

현황

면적 473,279m2 665,190m2
연간 이용객 7,939,100명 5,600,000명 2015년 기준

미아수 98명 33명 2016.5~9. 주말 및 
공휴일(어린이날 제외)

유희시설
놀이시설9개소
수경시설1개소
잔디광장 다수

놀이시설5개소
수경시설3개소
잔디광장 다수

부산시민공원
CPTED 적용

현장
조사

전체 8,652명
(100.0%)

3,995명
(100.0%)

부산시민공원
2016.05.01. 기준

북서울 꿈의 숲
2016.05.14. 기준

성인동적 3,015명 
(34.85%) 6,398명 

(73.95%)

1,091명
(27.3%) 2,541명

(63.6%)성인정적 3,383명 
(39.10%)

1,450명
(36.3%)

아동동적 1,615명 
(18.67%) 2,254명 

(26.05%)

979명
(24.5%) 1,454명

(36.4%)아동정적 639명 
(7.38%)

475명
(11.9%)

텐트 - (텐트 금지) 360개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0906 0.000473 1.92배

[표 3-8] 공원별 이용객 및 미아 현황

공원별 전체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은 각 현장조사 날을 기준으로 부산시민공

원이 북서울 꿈의 숲보다 약 1.92배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시민공원과 북

서울 꿈의 숲 유희시설 20개를 모두 통합하여 분석한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은 

[표 3-9]와 같다. 부산시민공원 대부분의 유희시설이 북서울 꿈의 숲 유희시설 보

다 미아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북서울 꿈의 숲 중에서도 ‘아트

센터’와 ‘미술관’ 등은 미아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시민공원

의 ‘꿈틀이 시소’와 ‘동물 유치원’, 북서울 꿈의 숲의 ‘유아 놀이터’에서는 단 한명의 

미아도 발생하지 않았다. 즉, 부산시민공원에서 전체적으로 미아가 더 많이 발생하

였다고 해서 해당 공원의 모든 시설에서 미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두 공

원 모두 공원 내에서 미아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다. 



제 3장. 현장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

73

따라서 4장에서는 미아발생 환경요인 분석 시, 부산시민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의 

유희시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측면에서 아동수 대

비 미아수 비율이 높은 시설과 낮은 시설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공원 유희시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미아수(명) 아동수(명)

부산 뽀로로 도서관 0.00321 10 65
부산 자연체험놀이터 0.00177 15 177
부산 돔플레이 0.00149 6 84

북서울 아트센터 앞 0.00136 6 92
부산 물놀이마당 0.00118 9 159

북서울 미술관 앞 0.00113 4 74
부산 에어바운스 0.00099 5 105
부산 감성발달 그루터기 0.00074 2 56

북서울 잔디광장(청운답원) 0.00074 2 56
부산 써클타워 0.00053 2 79
부산 도심백사장 0.00053 3 119
부산 하야리아 잔디광장 0.00050 2 83

북서울 상상어린이놀이터 0.00029 3 219
북서울 바닥분수 0.00023 1 89
북서울 미러폰드 0.00019 2 214
북서울 볼프라자 0.00019 2 222
북서울 물놀이장 0.00015 1 137
부산 꿈틀이 시소 0.00000 0 104
부산 동물 유치원 0.00000 0 31

북서울 유아놀이터 0.00000 0 24

[표 3-9] 공원 유희시설별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그리고 두 공원 유희시설의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과 ‘미아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R값이 0.824, R2값이 0.680로, 두 변수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을 미아발생 환경요인 분석 시 기준 비

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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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유희시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과 미아수와의 상관관계(R) 분석

  

[그림 3-55] 유희시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과 미아수와의 상관관계(R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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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분석기준 및 분석방법

4.1.1. 환경 특성 설정
(1) 분석 그리드 (Cell Patch 크기)

일반적인 1인 점유의 크기가 300x600mm이고 만 5세 아동의 평균 보폭이 

500mm인 점을 고려하여, 분석 그리드를 0.5m로 설정하였다.

(2) Patch 색상별 공간 구성 요소
■ 일반적인 공간 (Black)

벽체와 펜스, 호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으로써, 사람들의 물리적인 이동이 

가능하며 공간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된다.

■ 벽체 등(White)

공원 내에서 시각적으로도 차단되고 물리적인 이동도 불가능한 공간을 흰색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인 벽체뿐만 아니라, 텐트 등의 차폐막, 기둥 두께가 0.5m이상

인 교목, 잎이 넓어 시각적으로도 차단되고 이동도 막는 관목, 사람의 눈높이 이상

의 언덕, 너비가 0.5m 이상인 안내 표지판, 시야를 차단하는 놀이기구 등의 시설물

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단, patch의 크기가 0.5m이기 때문에, 0.5m 이하의 요소 

들은 ‘벽체요소’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간으로 보았다.

■ 창 또는 펜스 등 (Blue)

시각적으로는 투시가 가능하지만 물리적인 이동은 불가능한 공간은 파란색으로 

구분하였다. 유리창과 펜스, 호수 등의 물가, 눈높이보다 낮은 화단 또는 관목, 벤

치, 나무 지지대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 유인요소 (Brown)

유희시설의 놀이기구는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요소로써 attraction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미아 보행시뮬레이션 분석 시, 유희시설 영역에 대한 가중치 부

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유인요소는 강도나 면적이 클수록 보행이 더욱 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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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나타낸다. 실제로 유희시설 마다 놀이기구가 다르고, 그만큼 아동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정도도 다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놀이기구 자체가 아닌 유희시설

의 공간 구조적 속성에 대한 미아발생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attraction 강도 설정 시, 유희시설 마다 동일한 강도의 attraction 값을 부여하고자 

한다. 설정값은 다양한 attraction 강도로 실시한 파일럿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아동의 보행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강도 4를 선정하였다.23) 그리고 각 유희

시설마다 총 60개의 brown patch(유인요소)를 놀이기구 위치에 배치하였다. 도심

백사장이나 잔디광장처럼 놀이기구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시설 영역에 고르게 분

산 배치하였다.

물리적 이동 가능 물리적 이동 불가

시각적 접근 가능 Black
(일반적인 공간)

Blue
(유리창, 펜스, 호수 등의 물가, 
눈높이보다 낮은 화단 및 관목, 

벤치, 나무 지지대 등)

시각적 접근 불가 -

White
(벽체, 텐트 등의 차폐막, 기둥 
두께가 0.5m이상인 교목, 잎이 

넓은 화단 및 관목, 눈높이 
이상의 언덕, 너비가 0.5m 

이상인 안내 표지판, 시야를 
차단하는 놀이기구 등)

[표 4-1] Patch 색상별 공간 구성 요소 구분

23) 일반 black patch에 대한 어트랙션 강도는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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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접근 및 물리적 이동 불가 (White)

벽체 텐트 등의 차폐막

눈높이 이상의 놀이기구 눈높이 이상의 언덕

기둥 두께가 0.5m이상인 교목 잎이 넓은 관목

너비가 0.5m 이상인 기둥 너비가 0.5m 이상인 안내 표지판

[표 4-2] Patch 색상별 공간 구성 요소 (White)



제 4장.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 분석 

79

시각적 접근 가능 및 물리적 이동 불가 (Blue)

유리창 펜스

호수 등의 물가 눈높이보다 낮은 화단 및 관목

벤치 나무 지지대

[표 4-3] Patch 색상별 공간 구성 요소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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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동적분석 (보행 시뮬레이션) 설정
(1) 분석기준 설정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 시작 시점을 아동이 보호자로

부터 이탈되어 미아가 된 시점으로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따라서 미아 에이전트가 

이동한 경로나 분석결과들은 미아가 보행 시에 예상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의 유

희시설 당 1회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총 4회에 거쳐서 실시한 후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자 한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너무 많으면 군집현상에 의해 제대로 된 시뮬

레이션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시설 내부에 에이전트를 25인 배치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따라서 보행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총 100인의 에이전트에 대한 분석결과

를 구하고자 한다.

(2) 에이전트 특성 설정
■ 아동(미아) 에이전트 시야각 설정

성인의 수평 시야각은 150˚이지만 6세 아동의 수평 시야각은 90˚정도이고, 수직

시야각의 경우에도 성인은 120˚정도 인데 반해 아동은 70˚정도로 성인에 비해 시

야 폭이 좁다.24) 따라서 미아의 이동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보행 시뮬레이션의 에

이전트 시야각은 90˚로 설정하고자 한다.

■ 아동(미아) 에이전트 최대 가시거리 설정

최대 가시거리의 경우,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파일럿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환경에 가장 유사한 가시거리를 찾고자 하였다. 동일한 환경에서 가시거리만 

각각 30m, 40m, 50m, 60m, 70m, 80m로 변화를 주어 에이전트의 이동 경로를 실

제 아동의 이동 패턴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최대 가시거리가 50m인 경우에 에

이전트가 화단이나 벽에 인접하여 보행하지 않고, 적정 회전 반경을 가지며 실제 

아동 패턴과 유사하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에

이전트의 최대 가시거리를 50m로 설정하였다.

24)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평가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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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미아) 에이전트 Noise 설정

두리번거림을 의미하는 Noise 값은 사람이 고정된 자세에서 두부를 자연스럽게 

회전할 수 있는 각도를 고려하여 30˚로 설정하였다.25)

■ 아동(미아) 에이전트 보행 속도 설정

한걸음의 폭 길이는(stride)26) 거의 신장에 해당한다고 한다.27) 따라서 만 5세 

아동의 평균 신장이 약 106cm이므로, 한 걸음의 폭은 약 1m이고 보폭(Step)은 

0.5m라고 볼 수 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보행속도가 1step 진행할 때마다 

1patch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0.5m가 1pacth인 환경에서의 보행속

도는 1.0이다.  

■ 아동(미아) 에이전트 이동 시간 설정

7세 아동의 보행속도는 약 140보/분이다.28) 부산시민공원의 평균 미아 인계시간

은 약 10.8분이다.29) 따라서 미아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혼자 이동한 시간을 

10분으로 가정하고, 이동 시간을 1400times (steps)으로 설정하였다.

■ 보행 특성 설정

김종환30)의 연구에 의하면 미아의 이동패턴은 F2와 F3처럼 자연시야에 들어온 

주위의 흥미요소 목격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즉, 최단 경로

로 이동하는 목적보행이기보다는 자연시야에 의한 경로탐색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아 시뮬레이션 분석 시, ‘자연이동 보행’을 택하고자 한다. DVA 모델

에서 ‘자연이동 보행’은 시각을 갖는 에이전트가 가시영역 벽체까지 이르는 가시거

리 값을 고려하여 이동경로를 선택하는 보행이다.

25) 이승재,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한 시각-보행 통합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6) 좌우의 보폭(Step)을 합친 길이

27) 이현옥 외, 관찰을 통한 보행분석, 영문출판사, 2008

28) 이현옥 외, 관찰을 통한 보행분석, 영문출판사, 2008

29) 미아 인계 시, 부산시민공원에서는 유희시설 근처 경비초소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북서울 꿈의 숲의 

경우, 미아 인계시간에 보호자나 미아가 미아보호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북서울 꿈의 

숲의 미아 인계 시간을 제외한 부산시민공원의 미아 인계 소요시간만을 고려하였다.

30) 김종환, 건축공간 지각특성과 경로탐색측면을 고려한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한 대규모 공원의 미아발생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82

이동의 내용 행동 이미지
F1 2지점 간의 위치이동이 

행동목적인 것 피난, 통근, 통학

F2 다른 행동목적 때문에
위치를 이동하는 것 유희, 관광

F3 이동 프로세스를
행동목적으로 하는 것 산책, 하이킹

F4 흐름이 정체된 것 대화, 휴식

[표 4-4] 이동패턴의 종류 (김종환, 1992)

이동패턴 미아 보호자 제3자
직원 시민

평상시
F2 (동적 놀이)

F3 (산책)
F4 (정적 놀이 및 

휴식)

F3 (산책)
F4 (휴식 및 
아동관찰)

F3 (감시관찰) F3 (산책)
F4 (휴식)

미아발생시
F2, F3 (자연이동 
: 자연시야에 의한 

경로 탐색) 
F3 (미아 수색) F3 (근무 중 

미아발견)
F3, F4 (산책 및 

휴식 중 미아발견)

[표 4-5] 이동패턴의 보행 시뮬레이션 반영

4.1.3. 정적분석 (Isovist & VEⅡ) 설정
(1) 에이전트 특성 설정

■ 성인(보호자나 제3자) 에이전트 시야각 설정

시야각 설정 시, 성인이 어느 방향에서든지 아동을 볼 수 있고, 아동 또한 어느 

방향에서든지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시야각이 아닌 360˚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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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보호자나 제3자) 에이전트 최대 가시거리 설정

최대가시거리는 성인이 미아를 발견할 수 있는 가시거리로 설정하고자 한다. 선

행연구에 의하면, 최소시각(min)과 지각하고자 하는 대상의 크기()가 주어질 경우 
최대 가시거리 (max)를 (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성인의 최소 수직 시야각은 37˚

이고, 만 5세 아동의 평균 신장이 약 106cm라는 것을 고려하면, 성인이 아동을 발

견할 수 있는 최대 가시거리는 약 46m가 된다.31)32)

max     × cotmin         (식 1)

[그림 4-1] 대상의 크기와 거리에 따른 시각 (조영진, 2009)

에이전트 특성 동적분석
(미아 보행 시뮬레이션)

정적분석
(성인 Isovist & VEⅡ)

최대 시야각 90˚ 360˚
최대 가시거리 50m 46m

보행 속도 1.0 (step/patch) -
이동 시간 1400times (≑ 10분) -
보행 특성 자연이동 보행 -

[표 4-6] 동적 및 정적 분석별 에이전트 특성

31) 이승재,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한 시각-보행 통합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32) 권중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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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분석 방법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4장에서는 부산시민공원 시

설 11개와 북서울 꿈의 숲 시설 9개, 총 20개의 시설에 대한 환경적 특성을 미아발

생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장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미아발생 영향요인인 

‘이용자 행태’, ‘보행밀도’, ‘평면구성’,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를 중심으로 시설

별 미아발생 환경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의 요소별 특성을 전

체 평균과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해당 시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때 잔디밭은 아동의 동적활동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특정한 놀이기구가 

없고 면적도 매우 크기 때문에 비교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즉, 전체 평균이 되

는 수치는 잔디광장과 청운답원을 제외한 나머지 18개의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으

로 산정하고자 한다.

먼저 ‘이용자 행태’는 3장의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설별 이용자 행태지도를 

이용하여 유희시설내부와 인근의 휴식공간에서 주로 일어나는 아동 및 보호자의 

행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GIS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설별 ‘평균 및 최대 보행밀도’를 분석하여 시설

별로 밀도가 높은 곳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분석기준을 시설경계에서 10m 확

장된 영역까지로 설정하며 화단 등 이동이 불가능한 공간은 제외하고자 한다. 궁극

적으로 높은 보행밀도를 유발한 원인을 파악하며, 이러한 현상이 미아 발생에 영향

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원 도면을 통해 시설별 출입구 수 및 위치, fence에 의한 오픈 경계 비

율, 도로와의 연결, 병목구간, 인근 유희시설의 유무 등 ‘평면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자 한다. 또한 보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설별로 ‘미아가 이동 가능한 경로’를 파악

하고자 한다. 이때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미아 에이전트가 해당 영역으로 이동하였

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이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동빈도’를 통해서 시설에서 미아가 많이 이동하는 곳을 파악함으로써, 평

면구성에 따른 미아의 이동 가능성이 높은 곳을 파악하고자 한다. ‘충돌빈도’를 통

해서는 시설에서의 병목구간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평면구성에 따른 혼잡 가능성

을 예측하고자 한다. ‘동적 노출량(qDVE)’을 통해서는 미아가 이동하면서 타인에

게 많이 노출되는 곳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평면구성에 따른 위치별 시각

적 노출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당 분석결과를 통해 보호자의 아동관찰 

및 타인의 미아발견이 용이한 곳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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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면적의 양(Isovist Area)’을 통해 유희시설 및 휴식공간 중에서 가시성이 높

은 곳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분석결과는 곧 보호자의 아동관찰 및 타인의 

미아발견이 용이한 곳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거리가중가시영역(노출의 용이성, 

I)’을 통해서는 유희시설에서 노출도가 높은 곳을 도출함에 따라, 아동이 많이 노

출되는 곳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이를 통해 아동이 유희시설 내에서 놀이 중에 보

호자에게 노출되는 정도와 미아가 되었을 때 타인에게 노출되어지는 정도를 예측

할 수 있다.

4.1.5. 용어 설명
(1) 에이전트 시설 이탈 비율

에이전트 시설 이탈 비율은 유희시설 내부에 에이전트 25인을 배치한 후, 1400

보의 보행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을 때, 전체 중 시설을 이탈한 에이전트의 비율이

며 총 4회의 시뮬레이션을 모두 종합한 에이전트 100인의 결과값이다. 그리고 보

행 후, 에이전트가 최종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점으로 표시하였

다. 최종 위치가 시설내부일 경우는 빨간색으로, 시설 경계에서 10m이내인 경우는 

주황색으로, 경계에서 10m 밖으로 완전히 시설을 이탈한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석할 때 노란색으로 표시된 에이전트만을 시설을 이탈한 에

이전트로 간주하였다. 

[그림 4-2] 시설 내부 에이전트 배치 후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예시
(좌 : 물놀이마당 내부 에이전트 25인 배치, 우 : 1400보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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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 경계 비율
오픈 경계 비율은 유희시설의 경계영역이 얼마만큼 오픈되고 또 폐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표이다. 시설의 전체 경계 길이에서 오픈된 

경계의 길이만큼을 비율화하여 산정하였다. [그림 4-3]의 예시와 같이 유희시설 

옆으로 도로가 인접(북측, 서측)하여 있더라도 해당 도로가 다른 화단이나 fence에 

의하여 막힌 경우, 해당도로까지를 시설의 영역으로 보았고 도로와 화단 및 fence 

사이의 오픈된 길이를 비율로 산정하였다.

[그림 4-3] 오픈 경계 비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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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산시민공원

4.2.1. 에어바운스
에어바운스를 이용한 아동수는 105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92배이며, 

미아수는 5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1.27배이다. 즉,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

율이 0.00099로 평균보다 약 1.28배 더 많은 편이다. 다른 모든 유희시설이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에어바운스는 시설 영역이 제한적이어

서 한 번에 최대 40명까지 수용가능하며 약 10분 주기로 출입과 퇴장이 이루어진

다. 따라서 에어바운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구 앞쪽의 이동공간은 대기공간으로 

변모되었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099

미아수(아동수) 5(105)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194

면적(m2) 1,151
평균 보행

밀도(인/m2) 0.169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03

에이전트 
이탈비율 0.82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2,231.9

I 328.7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7] 에어바운스 미아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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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에어바운스 출입구 앞
  

(1) 이용자 행태
에어바운스의 놀이기구는 아동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내부에서 구름모양

의 막재질 부위에는 아동의 동적행태가 두드러지며, 시설의 경계부에서는 아동의 

놀이를 관찰하는 보호자의 정적행태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시설의 남동측으로 출

입구가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벤치 파고라에서는 성인과 아동의 정적행태를 보이

고 있다. 그리고 시설 주변의 도로는 유희시설과 잔디광장으로 이동하는 동적행태

를 많이 보이고 있다. 특히 출입구 전면부가 이동공간이면서 동시에 대기공간의 기

능을 함께 취하고 있어, 동적행태와 정적행태 사이에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보행밀도
에어바운스와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1,151m2이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194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 대비 약 

0.58배로 작은 편이며, 이용객수 또한 약 0.84배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평균 보행

밀도는 0.169인/m2로 평균보다 약 1.32배 더 높게 나타났다. 가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은 1m2당 4명이 있었으며, 시설 출입구 앞의 대기공간에서 가장 높은 보행밀도를 

보였다. 이 영역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동과 대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상

당히 혼잡한 공간이다. 이러한 높은 보행밀도에 의한 혼잡함에 의해 에어바운스에서

의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시설 주위의 휴식공간에서

도 보호자의 아동 관찰 및 휴식이 이루어짐에 따라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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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에어바운스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3) 평면구성
뭉게구름 모양의 막재질이 시설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fence가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그 뒤로 수목도 함께 둥글게 식재되어 있다. 남동측 코너 부

근에 1.5m정도 되는 출입구가 있으며, 그 주위로 벤치 파고라가 있어 보호자의 휴

식 및 아동관찰이 이루어진다. 파고라의 남쪽으로 카페테리아와 돔플레이, 꿈틀이 

시소가 일렬로 위치하고 있다.

에어바운스의 오픈된 경계의 비율은 0.03으로써, 다른 시설에 비해 상당히 폐쇄

적인 구조이다. 하지만 이런 폐쇄적인 구조에서 아동의 이탈이 힘들다는 선입견을 

보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미아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아동이 폐쇄된 시설 내부에서 놀고 있는 사이 보호자가 시설 바로 인근에 

위치한 카페테리아나 다른 곳으로 잠시 이동하기도 하는데, 보호자가 돌아오기 전

에 아동이 놀이가 종료됨에 따라 시설을 이탈하게 되면 보호자와 재회하지 못하고 

미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개방적인 구조보다 오히려 극도로 폐쇄적

인 구조가 보호자에게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여 미아발생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사

료된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에어바운스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

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80으로써 전체 시

설 평균대비 1.14배로 시설 이탈률이 조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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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19 22 18 21 0.80

[표 4-8] 돔플레이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그림 4-6] 에어바운스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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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초중반

에는 에어바운스 내의 놀이기구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시설 내에서 머물다

가 후에는 출입구를 통해 시설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입구가 세 방향의 

큰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에이전트들이 나온 후에 각각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도로 중앙의 화단이 이동의 방향성을 제공하여 남쪽과 북쪽으로 더 많이 이

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남측의 돔플레이의 놀이기구가 attraction 요소로 작

용하여 몇몇 에이전트는 돔플레이 내부로 이동하였다.

에이전트의 동적 노출량(qDVE)을 보면, 시설의 중앙에서 미아의 움직임이 가장 

잘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어바운스는 출입구가 유일하게 하나이므로 

시설의 이탈하는 모든 에이전트들이 해당 영역을 지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입

구 또한 동적 노출량이 매우 높으며, 이는 다시 말해 출입구만 잘 감시한다면 미아

를 발견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7] 에어바운스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에어바운스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2,231.9으로 전체 시설 평균

대비 약 0.8배이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은 328.7로 평균 대비 약 0.84배

로 낮은 편이다.

에어바운스는 fence 경계 주위로 수목이 심어져 있어 가시성 및 노출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남측의 경우, 너비가 넓은 관목류가 심어져있고 카페

테리아까지 있어 보호자의 아동관찰이 힘들며, 아동도 잘 노출되어지지 않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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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출입구 근처에서 시설 이용을 위한 대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행밀도가 굉장히 

높고 이용객에게 가려져서 가시성 및 노출도도 떨어진다. 따라서 에어바운스에서는 

보호자가 아동 관찰시, 휴식공간이나 잔디밭 등 멀리서 바라보기 보다는 fence 내

외부에서 직접 관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4-8] 에어바운스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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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돔플레이
돔플레이를 이용한 아동수는 84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74배이며, 미아

수는 6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1.52배이다. 즉,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0.00149로 평균보다 약 1.92배 더 높으며, 시설을 이용한 아동 대비 미아가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149

미아수(아동수) 6(84)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136
면적(부피,m3) 1,190

평균 보행
밀도(인/m3) 0.051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12

에이전트 
이탈비율 0.80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2,840.6

I 326.0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9] 돔플레이 미아 영향요인 분석

  

 

(1) 이용자 행태
돔플레이는 반구형의 정글짐으로 아동만이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설의 중앙

부에서 아동의 동적행태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며, 정글짐 주위로는 어린 아동의 놀

이를 지원해주는 보호자의 동적행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시설 경계부의 fence부위

에서는 서서 아동의 놀이를 관찰하는 보호자의 정적행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시설

의 입구부근은 돔플레이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북측에 인접한 카페테리아 및 다른 

유희시설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동적행태가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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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돔플레이 전경

(2) 보행밀도
돔플레이는 반구형의 정글짐으로 면적 산정 시, 놀이기구 영역만 구의 부피(m3)

로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그렇게 산정된 돔플레이 시설과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부피)은 약 1,190m3이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136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과 이용객수 모두 평균의 약 0.6배 수준이다. 그리

고 돔플레이의 평균 보행밀도는 0.051인/m3로 평균대비 약 0.4배로 낮게 나타났

다. 가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은 1m3당 2명이 있었으며, 정글짐 부위에서 밀도가 높

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글짐이 입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위치에 따라 

아동이 혼재되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 아동관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0] 돔플레이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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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면구성
중앙에 반구형의 정글짐이 있으며, 서측과 동측 양쪽으로 폭3m의 출입구가 나있

다. 그리고 출입구를 제외한 시설의 경계부위가 fence와 수목 및 화단에 의해 원형

으로 둘러싸여 있다. 벤치 파고라는 남서쪽의 돔플레이와 꿈틀이 시소 사이에 위치

하고 있다. 오픈된 경계의 비율은 0.12로써, 다른 시설보다 많이 폐쇄적인 구조이

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돔플레이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80으로 다른 시설보

다 조금 더 이탈률이 높았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19 22 18 21 0.80

[표 4-10] 돔플레이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초중반

에는 돔플레이 내의 놀이기구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시설 내에서 머물다가 

후에는 양쪽의 출입구를 통해 시설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출입구

가 큰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미아 에이전트의 이동 경로가 길며 더 멀리 나아

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시설과 연결된 큰 도로는 내리막길에 해당하며, 

Syrotuck, W. G.(2000)연구에 의하면 미아가 오르막길이나 평지보다는 내리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아33), 실제로도 해당도로를 통해 미아가 이동하기 더 쉬울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돔플레이의 남측에 꿈틀이 시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는 오픈되

어 있지만 fence에 의해 막혀있다. 따라서 에이전트가 꿈틀이 시소의 매력적인 요

소에 이끌려 가까이 이동하지만 물리적으로 막혀있어, 다시 출입구를 통해 우회하

여 시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돔플레이의 북측 카페테리아와 에어바운스

가 위치하고 있는데, 시설을 이탈한 에이전트가 카페테리아를 거쳐 에어바운스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돔플레이에서 에어바운스까지의 거리가 50m이내라는 점

33) 만1~6세 미아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22명 중 33%가 오르막길로 이동하였으며 11%는 평지로, 과반수 

이상인 56%는 내리막길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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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면, 실제로 돔플레이에서 놀던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에어바운스까지 이

동하여 미아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4-11] 돔플레이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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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의 동적 노출량(qDVE)을 보면, 돔플레이 내부에서 수목 부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에서 에이전트가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꿈틀이 시소

로의 에이전트 이동이 많으며, 시소 부근 또한 오픈된 환경으로 형성되어 있어 에

이전트가 잘 노출되었다. 하지만 에어바운스 부근은 동적 노출량(qDVE)이 낮게 나

타났다. 이는 동적 노출량(qDVE)이 에이전트의 이동에 따라 위치별로 누적된 총 

노출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돔플레이에 있던 에이전트가 에어바운스까지 

이동할 확률이 적음에 따라 에어바운스에서의 에이전트 수도 적고, 또한 주위에 카

페테리아, 수목 등 시각적 차단요소가 많기 때문에 에어바운스에서 에이전트의 노

출정도도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돔플레이에서 미아가 

시설을 이탈하게 될 경우, 에어바운스보다 꿈틀이 시소로 이동할 확률이 더 높으며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꿈틀이 시소보다 에어바운스에서 미아가 더 발견되기 어려

울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4-12] 돔플레이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돔플레이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2,840.6이고,  I 값 (노출의 용

이성)은 326.0으로 두 지표 모두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83배로 조금 낮은 편이

다.

돔플레이의 경우, fence 주위로 수목이 심어져 있어 시각적인 차단효과가 발생

한다. 원형의 시설 영역에서 꿈틀이 시소가 있는 남쪽으로는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

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북쪽은 너비가 넓은 관목류가 심어져있고 카페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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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여 가시성과 노출도가 매우 낮다. 출입구의 경우, 서측은 가시성과 노출

도가 높아 보호자 및 시민 등이 시설을 이탈하는 아동을 목격하기 쉽고, 아동 또한 

잘 노출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동측의 출입구는 경비 초소가 오히려 시각적 방해

물로 작용하여 가시성 및 노출도가 좀 더 낮게 나타났고, 이는 보호자의 아동 관찰

이 힘들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벤치가 있는 휴식공간은 돔플레이와 꿈틀이 시소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벤치

에 앉게 되면 시야가 수목에 가려져서 아동 관찰을 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미취

학 아동의 보호자들은 벤치나 잔디밭에 앉아있기보다는 돔플레이의 fence 경계부

에서 서서 관찰한다.

[그림 4-13] 돔플레이의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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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꿈틀이 시소
꿈틀이 시소를 이용한 아동수는 104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91배이다. 

하지만 꿈틀이 시소에서는 미아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0.0이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

미아수(아동수) 0(104)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183

면적(m2) 1,727
평균 보행

밀도(인/m2) 0.106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07

에이전트 
이탈비율 0.49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8,083.7

I 436.0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11] 꿈틀이 시소 미아 영향요인 분석

  

[그림 4-14] 꿈틀이 시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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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행태
꿈틀이 시소에서 미아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학령기 아동보다는 영유아가 주

로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자가 바로 옆에서 아동의 놀이 활동을 

지원해주며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설 부근에 보호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잔디밭이 있어 보호자의 아동관찰이 더 효율적임에 따라 미아가 쉽게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2) 보행밀도
꿈틀이 시소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1,727m2이며, 전체 이용객

수는 총 183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시설면적은 평균 대비 약 0.9배로 

평이한 수준이며, 이용객수는 약 0.8배로 적은 편이다. 평균 보행밀도 또한 0.106

인/m2로 전체시설 평균보다 약 0.8배 낮게 나타났다. 가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은 

1m2당 3명이 있었지만, 해당 영역은 시소 인근의 잔디밭이며 시설내부에서는 최대 

2인/m2의 보행밀도를 보였다. 잔디밭은 특성상, 동반객이 하나의 돗자리를 공유하

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밀도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정적행태이기 때문에 미아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5]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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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면구성
시설 중앙에 3개의 시소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시소 서측으로 성인과 아동

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6개가 함께 배치되어 있다. 해당 시설은 서측

으로 중앙 잔디광장과 인접해 있고 북측에 돔플레이가 있으며 그 사이에 벤치 파고

라가 있다. 그리고 동-서 양쪽으로 폭2~3m의 출입구가 있다. 잔디광장 인접부위

인 서측경계는 fence로 거의 막혀있으며 북, 동, 남측은 수목에 의하여 시설의 경

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오픈된 경계의 비율은 0.07로써, 다른 시설에 비해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이다. 따라서 아동이 시설 밖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다른 시설보다 낮

다. 하지만 시설의 서측 경계부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동을 하는 일반 시

민과 시설 이용객의 동선이 혼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아동이 시설 인

근의 도로까지 이동할 경우, 보호자의 아동관찰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꿈틀이 시소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

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49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0.68배로 이탈률이 낮은 편이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11 9 13 15 0.49

[표 4-12] 꿈틀이 시소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초중반

에는 꿈틀이 시소 내의 놀이기구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시설 내에서 머물다

가 후에는 양쪽의 출입구를 통해 시설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꿈틀이 

시소 북측에 돔플레이가 위치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는 오픈되어 있지만 fence에 

의해 막혀있다. 따라서 몇몇 에이전트가 돔플레이의 매력적인 요소에 이끌려 가까

이 이동하지만 물리적으로 막혀있어, 다시 출입구를 통해 우회하여 돔플레이로 가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에이전트들은 시소 주위의 잔디밭으로 이동하였

으며, 몇몇 에이전트들은 시설과 잔디광장의 fence 사이의 열린 공간을 이용하여 

넓은 잔디광장까지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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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꿈틀이 시소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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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에이전트의 시설 이탈과정에서 시설 동측 잔디밭에 있는 수목 지지대가 

에이전트가 이동하는데 물리적인 방해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점이 오히려 에이전트가 즉각적으로 시설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여 시설이탈을 지

연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아동의 시설이탈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

는 것은 아동이 시설을 이탈하기 전에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여 미아가 될 가능성

이 조금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시설의 오픈 영역이 적고 경계가 폐쇄적이더라도 

시설 밖에 흥미요소가 있으면, fence를 우회해서라도 시설을 이탈할 수 있다는 점

이다. 하지만 fence나 화단, 수목 등이 물리적 이동의 방해물로 작용하여 아동을 

우회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시설 이탈시간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병목현

상을 유발하지 않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선에서 fence나 화단, 수목 등으로 경

계를 형성해주는 것은 미아방지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에이전트의 동적 노출량(qDVE)을 보면, 시소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에이전트

의 노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소를 중심으로 에이전트의 이동빈도가 

높은 이유도 있지만, 시소 주위로 큰 시각적 방해물 없이 잘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시소 서측에 있는 운동시설에서는 운동기구 자체가 시각적 방해물로 

작용하여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근으로 아동이 이동할 

경우, 보호자와 시민의 위치에 따라 아동이 잘 노출되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림 4-17] 꿈틀이 시소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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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꿈틀이 시소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8,083.7로 전체 시설 평균대

비 약 1.18배로 높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은 503.2로 평균대비 약 1.28배 

높다.

시설 북측과 남측에 식재된 수목 영향으로 시야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시소 

부근에 큰 장애물이 없어 전반적으로 가시성과 노출도가 모두 높은 편이다. 또한 

시소의 동측과 서측에 잔디밭이 형성되어 있어서 아동 동반 가족들의 휴식 및 아동 

관찰이 이루어지는데, 이 영역의 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

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또한 시소 부근과 도로에서의 노출도가 높아 아동이 보호자

나 일반 시민에게 잘 노출되어져 미아가 발생할 확률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8] 꿈틀이 시소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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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감성발달 그루터기
 감성발달 그루터기를 이용한 아동수는 56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49배

로 적은 편이며, 미아수는 2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51배이다. 즉,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0.00074로 높은 편이 아니며 평균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074

미아수(아동수) 2(56)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106

면적(m2) 808
평균 보행

밀도(인/m2) 0.131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35

에이전트 
이탈비율 0.8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6,072.3

I 395.70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13] 감성발달 그루터기 미아 영향요인 분석

  

[그림 4-19] 감성발달 그루터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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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행태
감성발달 그루터기는 소규모의 놀이시설로서 다른 유희시설에 비해 영유아의 놀

이 활동이 주로 일어난다. 따라서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노는 경우보다는 보호자

와 동반하여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설이 소규모이고, 시설주위로 

fence가 의자높이로 형성되어 있어 보호자가 놀이기구 근거리에 있는 fence에 걸

터앉아 아동을 관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감성발달 그루터기 북측으로 잔

디밭도 형성되어 있어 보호자가 휴식을 취하며 놀이터에 있는 아동을 바로 앞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2) 보행밀도
감성발달 그루터기와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808m2이

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106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약 

0.41배로 작은 편이고, 이용객수는 약 0.46배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행

밀도의 경우, 0.131인/m2로 다른 시설의 평균적인 수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은 1m2당 3명이 있었으며, 놀이기구 중심부의 미끄럼틀 부근에

서 보행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해당 시설의 미끄럼틀 특성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동 주위에서 놀이 활동을 지원하며 관찰하기 때문이

다. 이용자 행태지도를 보아도 해당 영역에서 아동과 성인이 밀집되어 분포하는 것

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20] 감성발달 그루터기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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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면구성
중앙에 나무 조형물의 놀이기구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주위로 벤치형의 fence

가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남측으로 자연체험 놀이터와 인접해 있으며, 서측에 중

앙 잔디광장이 있고, 북측에도 소규모의 잔디밭이 있어 이용객들이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북측으로 부분적으로 시설이 오픈되어 있고 나

머지 경계는 2.5m의 폭으로 출입구가 형성되어 있다. 오픈된 경계의 비율은 0.35

로써, 평균적이 수치이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감성발달 그루터기에서 10m 확장된 영

역까지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84로 다른 

시설보다 이탈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20 20 19 24 0.84

[표 4-14] 감성발달 그루터기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초반에

는 감성발달 그루터기 내의 놀이기구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시설 내에서 머

물다가 후에는 사방의 오픈된 공간을 통해 시설을 이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감성발달 그루터기는 남측에 위치한 자연체험 놀이터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화단

에 의한 통로 또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많은 에이전트가 자연체험 놀이터의 

attraction에 이끌려 이동하였다. 또한 북측과 서측으로 시설을 이탈한 에이전트들

은 잔디광장의 fence 사이의 열린 공간을 이용하여 넓은 잔디광장까지 이동하였

다. 그리고 동측의 출입구를 통해 시설을 이탈한 에이전트들은 출입구에 직면한 화

단에 의해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화단을 따라 북측과 남측으로 양분화 되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측으로 이동한 에이전트는 큰 도로를 따라 순회하는 

이동행태를 보였으며, 남측으로 이동한 에이전트는 자연체험 놀이터의 attraction

에 의해 해당 시설로 즉각적인 이동을 보였다. 그리고 1400보의 보행 시뮬레이션 

종료 후, 감성발달 그루터기 부근에 위치하고 있던 에이전트들은 시설의 fence에 

의해 이동의 제약을 받아 시설이탈이 지연된 경우였다. 이를 통해 시설의 경계가 

미아의 시설이탈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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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감성발달 그루터기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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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의 동적 노출량(qDVE)을 보면, 작은 규모에서 높이가 큰 조형물이 있어 

에이전트의 이동빈도에 비해 노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감성발달 그루터기에서 자연체험 놀이터까지 가는 이동 통로와 자연체험 놀이터에

서는 에이전트가 잘 노출되었다. 즉, 미아가 시설을 이탈하여 자연체험 놀이터로 

이동하더라도 그 이동 과정에서 보호자나 일반 시민들에 의해 노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22] 감성발달 그루터기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감성발달 그루터기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6,072.3으로 전체 시

설 평균대비 약 1.05배이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은 395.7로 평균과 비슷

한 수치를 보였다.

감성발달 그루터기의 경우, 영역을 형성하는 fence가 낮게 조성되어 있지만 중

앙에 나무 조형물의 놀이기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 놀이시설 영역에서는 가시성

과 노출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나무 조형물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

어 있으며 창도 없어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과 동반하여 함

께 들어가지 않는 한, 아동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렵다.

본 시설의 fence는 넓고 의자높이로 형성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보호자가 앉아서 

아동을 관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놀이터에 있는 아동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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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지만, 높은 나무 조형물로 인해 뒤편의 영역까지는 볼 수 

없다. 즉, 위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넓게 형성되고 보호자의 가시성과 아동의 노출

에 큰 제약이 따름에 따라 아동관찰이 어렵고 미아발생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4-23] 감성발달 그루터기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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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자연체험 놀이터
자연체험 놀이터를 이용한 아동수는 177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1.55배이

며, 미아수는 15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3.81배로 매우 높다. 즉, 아동수 대

비 미아수 비율이 0.00177로 평균보다 약 2.28배 더 높으며, 전체 20개 유희시설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177

미아수(아동수) 15(177)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382

면적(m2) 1,870
평균 보행

밀도(인/m2) 0.204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24

에이전트 
이탈비율 0.7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7548.7　

I 422.9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15] 자연체험 놀이터 미아 영향요인 분석

  

[그림 4-24] 자연체험 놀이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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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행태
자연체험 놀이터는 중앙에 대규모의 조합놀이기구가 있어 해당 공간을 중심으로 

아동의 놀이와 보호자의 아동 놀이지원과 같은 동적행태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놀이기구 바로 아래의 그늘공간과 미끄럼틀 하부에서 성인과 아동의 휴식과 같은 

정적행태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시설의 북동측에 위치한 파고라에서도 휴식 및 아

동관찰과 같은 정적행태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자연체험 놀이터는 사방으로 출

입구가 있어 접근성이 좋음에 따라, 해당 시설 주위로 이동을 위한 도로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최단거리 이동을 위해 놀이터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시민들도 있었다. 

따라서 다른 유희시설에 비해 자연체험 놀이터에서는 다양한 행태가 곳곳에서 복

합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높은 혼잡을 빚고 있다.

[그림 4-25] 자연체험 놀이터 하부 그늘공간

(2) 보행밀도
자연체험 놀이터와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1,870m2이

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382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

에 근접하지만, 이용객수는 약 1.6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 보행

밀도 또한 0.204인/m2로 다른 시설보다 약 1.6배 더 높게 나타났다. 가장 보행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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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곳은 1m2당 4명이 있었으며, 시설 내부 전반적인 곳에서 보행밀도가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놀이기구 근처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였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자연체험 놀이터에서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그림 4-26] 자연체험 놀이터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3) 평면구성
중앙에 대규모의 조합놀이기구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며, 회전의자 등 작은 놀이기

구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북측으로 감성발달 그루터기와 인접해 있으며, 서측에 

중앙 잔디광장이 있고 동북측에 벤치 파고라가 있다. 전반적으로 화단에 의하여 시

설의 경계가 형성됨에 따라, 오픈된 경계의 비율이 0.24이고 다른 시설보다 조금 

더 폐쇄적인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폭1~8m의 다수의 출입구에 의해 사

방으로 주변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화단 중 일부는 높이가 약 1m로서 아동의 키 

높이 정도 된다. 따라서 성인에게는 시각적 차단물이 아니지만, 아동에게는 시각적 

차단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아 에이전트 보행시뮬레이션 

분석 시, 해당 화단을 벽으로 간주하였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자연체험 놀이터에서 10m 확장된 영역

까지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74로 다른 시

설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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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17 17 21 19 0.74

[표 4-16] 자연체험 놀이터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그림 4-27] 자연체험 놀이터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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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초중반

에는 자연체험 놀이터 내의 놀이기구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시설 내에서 머

물다가 후에는 사방의 출입구를 통해 시설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자

연체험 놀이터는 북측에 위치한 감성발달 그루터기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화단에 

의한 통로 또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많은 에이전트가 감성발달 그루터기의 

attraction에 이끌려 이동하였다. 또한 시설을 이탈한 에이전트들은 잔디광장의 

fence 사이의 열린 공간을 이용하여 넓은 잔디광장까지 이동하였다. 또한 자연체

험 놀이터는 남측의 큰 도로에 의해 남문과 연결되어 있다. 분석환경 상에서는 남

문까지 공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만약 남문까지 연결되어 있었다면 몇몇 에이전

트가 남문까지 이동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자연체험 놀이터에서 남문까지의 거

리가 20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도 미아가 남문을 지나 공원 밖을 빠져나

갈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에이전트의 동적 노출량(qDVE)을 보면, 시설 내부 중에서도 대규모의 놀이기구 

사이에서 에이전트의 이동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놀이기구

(나무조형물)의 폭이 약 4.5m로 매우 넓은 관계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

서 놀이기구 주위에서는 보호자의 위치에 따라 아동관찰이 어려운 영역이 있으며, 

미아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해당 시설에서 감성발달 그루터기로 이

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곳을 연결하는 통로로 미아가 이동시 노출되어질 확률

이 높다. 그리고 잔디광장의 fence가 길게 막혀있어 에이전트가 전반적으로 남북방

향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곳 또한 주위가 오픈돼있어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림 4-28] 자연체험 놀이터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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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자연체험 놀이터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7,548.7로 전체 시설 평

균대비 약 1.14배로 높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은 422.9로 전체 시설 평균

대비 약 1.08배로 평균과 비슷한 수치이다. 시설 중앙에 대형의 놀이기구가 위치하

고 있어 주위의 가시성 및 노출도가 낮은 편이다. 즉, 아동이 놀이 도중 갑자기 놀

이기구 뒤편으로 사라지면, 보호자는 순간적으로 아동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설 동측에 벤치 파고라가 있으며 보호자의 휴식 및 아동관찰이 일어난

다. 하지만 파고라의 기둥 너비가 0.5~2m로서 시야에 큰 방해를 준다. 이는 보호

자의 아동 관찰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설의 서측은 중앙 잔디광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구에서의 노출도가 높아 아

동이 시설 이탈 시, 쉽게 노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동측의 출입구의 경우, 

이용객들이 다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동이 시설을 이탈하여도 발견되어질 

가능성이 조금 낮은 편이다.

 

[그림 4-29] 자연체험 놀이터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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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써클타워
써클타워를 이용한 아동수는 79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69배이며, 미아

수는 2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51배이다. 즉,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0.00053으로 평균보다 약 0.68배로 낮은 편이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053

미아수(아동수) 2(79)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151

면적(m2) 2,481
평균 보행

밀도(인/m2) 0.061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02

에이전트 
이탈비율 0.52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4048.3

I 358.5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17] 써클타워 미아 영향요인 분석

  

[그림 4-30] 써클타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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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행태
써클타워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놀이기구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시설 자

체는 영유아부터 학령기 아동까지 대부분의 아동을 수용하지만, 놀이기구에 따라서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이 달라지는 편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호자의 아동놀이지

원이나 관찰행태도 달라진다. 대형 미끄럼틀의 경우, 높이가 매우 높기 때문에 

6~12세의 학령기 아동이 주로 이용하고, 보호자 또한 직접적인 놀이지원보다는 멀

리서 관찰하는 행태를 보인다. 하지만 회전그네 등 소규모 놀이기구에서는 유아중

심의 놀이가 이루어지며, 이때 보호자의 직접적인 아동 놀이지원이 이루어진다. 따

라서 시설 중앙부에서는 아동의 동적행태를 주로 볼 수 있고, 놀이기구와 입구 사

이공간에서는 성인 및 아동의 동적행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써클타워의 입구 근

처에는 파고라가 있으며, 이곳에서 아동과 보호자의 휴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보

호자의 아동관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놀이기구 후면의 경우, fence가 언

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아동의 놀이를 관찰하는 보호자가 

거의 없다.   

[그림 4-31] 써클타워 이용자 행태

(2) 보행밀도
써클타워와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2,481m2이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151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 대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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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배로 넓은 편이지만 이용객수는 약 0.66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 보행밀도 또한 0.061인/m2로 다른 시설보다 약 0.48배 더 낮게 나타났다. 가

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은 1m2당 3명이 있었으며, 시설 내부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아동 관찰을 위한 외부 휴식공간에서도 높은 밀도를 보였다. 그리고 대형 미끄럼틀 

후면에는 놀이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놀이기구의 전면이나 측면에 주로 

밀집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32] 써클타워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3) 평면구성
다른 유희시설이 중앙 잔디광장 근처에 위치한 것과 달리, 써클타워는 북문 근처

에 위치한다. 중앙에 대규모의 조합놀이기구가 있으며, 회전그네 등 작은 놀이기구

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원형의 fence에 의하여 시설의 경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측에 2m정도의 출입구에 의해 외부의 큰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즉, 오

픈된 경계의 비율이 0.02로써, 부산시민공원, 북서울 꿈의 숲을 포함한 모든 시설

들 중에서 가장 폐쇄적인 구조이다. 남서측에는 벤치 파고라가, 남동측에는 벤치형 

fence가 있고 벤치 너머로 동물 유치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벤치형 fence의 

경우, 높이가 낮아 학령기의 아동들은 쉽게 벤치를 넘어 동물 유치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보행 시뮬레이션 분석 시, 실제로 아동이 많이 이동하는 두 곳의 

이동 통로를 fence 사이에 형성시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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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써클타워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52로 다른 시설보다 

이탈률이 낮은 편이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12 11 12 15 0.52

[표 4-18] 써클타워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폐쇄적

인 구조의 특성상 에이전트가 대체적으로 써클타워 내의 놀이기구 주위에서 머물

렀다. 그리고 동물 유치원의 attraction 요소가 시야에 들어온 에이전트는 벤치형 

fence를 넘거나 출입문을 통과하여 동물 유치원으로 이동하였다. 

시설을 이탈한 에이전트는 써클타워 및 동물 유치원과 인접한 잔디밭까지 이동

하였다. 또한 써클타워는 북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큰 도로

를 통하여 북문까지 이동하여 공원을 빠져나간 경우도 많았다. 즉, 써클타워에서 

북문까지의 거리가 불과 100m도 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도 써클타워를 이탈

한 미아가 북문을 지나 공원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북문 초소 근무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실제로도 써클타워나 동물 유치원에서 놀

던 아동이 혼자서 북문까지 걸어와 미아로 인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에이전트의 이동빈도(Steps)를 보면 시설 내부의 놀이기구 주위로 전반적으로 

이동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그만큼 동적 노출량(qDVE) 또한 시설 내부

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규모의 놀이기구 후면의 경우, fence가 언덕으로 이

루어져 있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잘 노출되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놀이기구 후면보다는 전면과 동물 유치원 사이에서 에이전트의 움직

임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졌고, 이를 통해 해당 영역에서 아동이 더 잘 관찰되어진

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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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써클타워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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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써클타워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써클타워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4,048.3이고, I 값 (노출의 용

이성)은 358.5로 두 지표 모두 전체 시설 평균대비 0.91로 조금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써클타워 북측이 둔덕에 의하여 시설 경계가 형성되어져 있어, fence 자체

가 시각적 차단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 내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지 않는 이상 써클타워 후면 너머로 있는 외부를 보기 힘들고, 외부에서도 내부를 

보기 힘든 구조여서 후면은 시각적 접근성 및 노출도가 매우 낮다. 하지만 시설의 

전면은 노출도가 높아 아동이 쉽게 노출되어질 수 있다.

[그림 4-35] 써클타워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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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동물 유치원
동물 유치원을 이용한 아동수는 31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27배로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동물 유치원에서는 미아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가 없기 때

문에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또한 0.0이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

미아수(아동수) 0(31)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78

면적(m2) 966
평균 보행

밀도(인/m2) 0.081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31

에이전트 
이탈비율 0.8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22,311.9

I 503.2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19] 동물 유치원 미아 영향요인 분석

  

[그림 4-36] 동물유치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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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행태
 다른 대부분의 유희시설에서는 7세 전후의 아동이 가장 많지만, 동물 유치원의 

경우 영유아의 아동이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바로 옆에서 아동의 놀이 

활동을 지원해주며 관찰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미아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37] 동물유치원 이용자 행태

(2) 보행밀도
동물 유치원과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966m2이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78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 대비 약 

0.5배로 작은 편이며, 이용객수 또한 약 0.3배로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평균 보

행밀도 또한 0.081인/m2로 전체시설 평균보다 약 0.6배 낮게 나타났다. 가장 보행

밀도가 높은 곳은 1m2당 2명이 있었으며, 시설 경계부의 그네 부근에서 아동과 보

호자의 대기가 이루어지며 높은 보행밀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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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동물 유치원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3) 평면구성
동물 유치원은 중앙에 모래사장과 동물 조형물이 있어 아동의 동적행태와 정적

행태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설의 경계부에 유아스케일의 미끄럼틀이 2개 있

으며, fence 밖으로 그네가 있다. 오픈된 경계의 비율은 0.31로써, 다른 시설과 비

교했을 때 평균적인 수치이다. 또한 바로 북측으로 써클타워와 인접하고 있다. 그

리고 써클의 경계는 벤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벤치형 fence의 경우 높이가 낮아 학

령기의 아동들은 쉽게 벤치를 넘어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써클타워의 보행 시뮬

레이션 분석시, 경계부를 부분적으로 오픈된 fence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동물 유

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대부분 영유아이므로 벤치를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따라

서 동물 유치원에서는 써클타워의 벤치형 fence를 완전히 폐쇄된 경계로 간주하였

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동물 유치원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

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84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1.17배로 이탈률이 조금 높은 편이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20 21 19 23 0.84

[표 4-20] 동물 유치원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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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동물 유치원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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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면적이 

작은 시설의 특성상 에이전트가 쉽게 시설을 이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동물 

유치원에서 써클타워로 통하는 최단거리가 fence로 막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써클

타워의 attraction 요소에 의해 fence를 우회하여 에이전트가 많이 이동하였다. 

또한 시설을 이탈한 에이전트는 동물 유치원과 인접한 잔디밭으로도 많이 이동

하였다. 그리고 동물 유치원은 북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분석환경 상에서는 

북문까지 공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만약 북문까지 연결되어 있었다면 몇몇 에이

전트가 북문까지 이동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동물 유치원에서 북문까지의 거리

가 10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도 미아가 북문을 지나 공원 밖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북문 초소 근무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실제로

도 써클타워나 동물 유치원에서 놀던 아동이 혼자서 북문까지 걸어와 미아로 인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에이전트의 이동빈도(Steps)를 보면 동물 유치원 시설 내부와 써클타워 인접 경

계부 주위로 에이전트 이동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동적 노

출량(qDVE) 또한 시설 내부와 써클타워 사이에서 에이전트의 움직임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졌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역에서 아동이 더 잘 관찰되어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 내부의 동물 조형물은 아동의 키보다 큰 관계로 시각적인 방

해물로 작용하여,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아동 또한 해당 사

각지대에 위치하면 잘 노출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4-40] 동물 유치원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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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동물 유치원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22,311.9로 전체 시설 평균대

비 약 1.46배로 높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은 503.2로 평균대비 약 1.28배 

높다.

동물 유치원은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이므로 fence나 놀이기구 또한 

유아 스케일로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키가 큰 보호자들은 가기성이 높

아 아동 관찰에 용이하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 주로 영유아로서 키가 작기 때문에 

여러 놀이기구에 의해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물 유치원에서 가장 가까운 

벤치 파고라는 써클타워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동물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

호자들은 파고라를 이용하지 않고 시설 주위의 잔디밭을 이용한다. 대부분의 잔디

밭이 가시성과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아동이 동물 조형물 인근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41] 동물 유치원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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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도심백사장
도심 백사장을 이용한 아동수는 119명으로 평균적인 수치이며, 미아수는 3명으

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76배이다. 즉,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0.00053로 

전체 시설의 평균보다 약 0.68배 더 낮게 나타났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053

미아수(아동수) 3(119)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287

면적(m2) 4,097
평균 보행

밀도(인/m2) 0.070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47

에이전트 
이탈비율 0.41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21,281.3

I 497.2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21] 도심백사장 미아 영향요인 분석

  

[그림 4-42] 도심백사장 전경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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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행태
도심백사장은 썬큰 형식으로 시설영역이 지면보다 낮으며, 그 단차를 데크를 통

하여 벤치 및 계단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데크 아래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으면, 보호자는 그 주위나 데크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동을 관찰하는 행태가 이루

어진다. 하지만 7~8월의 여름이 되면, 햇살이 따가워짐에 따라 백사장 내부에 파

라솔이 일렬로 설치되고, 아동과 보호자는 데크 주위보다는 파라솔 아래에서 정적

인 행태를 보인다. 이처럼 계절에 따라 백사장 내 이용객의 분포에는 조금의 차이

가 있지만, 전체 이용객수는 현장조사에서 거의 비슷하게 집계되었다. 

그리고 도심 백사장 인근에 물놀이장이 위치하고 있어, 수경설비 가동 유무에 따

라 이용객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수경설비가 가동되면 도심 백사장에서 놀던 아

동들이 물놀이마당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보호자가 잠시 자리

를 비우거나 시선을 돌린 사이, 아동이 도심 백사장을 이탈하게 되면 미아가 발생

할 수도 있다.

[그림 4-43] 도심 백사장 이용자 행태 (7~8월)

(2) 보행밀도
도심백사장과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4,097m2이며, 전

체 이용객수는 총 287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 대비 

약 2.07배로 많이 넓은 편이며, 이용객수 또한 약 1.25배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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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굉장히 넓은 만큼 평균 보행밀도는 0.07인/m2로 전체시설 평균보다 약 

0.55배 더 낮게 나타났다. 가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은 1m2당 3명이 있었으며, 시설 

경계부의 데크 주위로 높은 보행밀도를 보였다. 그리고 인근에 물놀이마당이 있어 

분수 가동유무에 따라 보행밀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4-44] 도심 백사장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5~6월)
 

(3) 평면구성
도심백사장은 놀이기구가 따로 설치되어져 있지 않고, 바닥에 전반적으로 모래가 

포설되어 있다. 시설의 서측은 전포천 및 음악분수와 맞닿아있고, 동측은 휴식공간 

겸 이동공간인 데크와 맞닿아있다. 그리고 썬큰구조 형식으로 도심백사장과 이동공

간인 데크 사이에는 심리적인 공간분리가 형성되지만, 물리적인 이동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해당 경계부를 오픈된 공간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오픈된 경계의 

비율은 0.47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1.51배이며, 데크 및 물놀이장 방향으로 열린 

구조를 취하고 있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도심백사장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

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41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0.58배로 낮은 편이다.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한 대규모 공원의 미아발생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132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10 11 10 10 0.41
[표 4-22] 도심백사장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2/3정도

의 에이전트가 도심백사장 내에서만 머물렀다. 시설의 동측에는 물놀이마당이 위치

하는데, 몇몇 에이전트는 물놀이마당의 attraction에 이끌려 이동하였다. 또한 도심

백사장과 물놀이마당을 이탈한 에이전트들은 북측에 위치한 다솜마당까지 이동하

기도 하였다. 또한 도심백사장은 남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보행 시뮬레이

션에서도 에이전트들이 남문을 통해 공원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실제로도 미아가 

남문을 지나 공원 밖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남문 초소 근

무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실제로도 도심백사장에서 놀던 아동이 혼자서 남문까지 

걸어와 미아로 인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5~9월 기간 동안 남문에서 발

견된 미아가 13명인 것을 감안하면, 유희시설에서 남문으로 미아가 이동할 확률이 

높고 또한 공원 밖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에이전트의 동적 노출량(qDVE)을 보면, 도심백사장 내부가 시각적 장애물 없이 

오픈된 형태로써 시설 내부 전반적인 곳에서 아동의 움직임이 잘 노출되어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는데 용이하고, 일반 시민 및 직원 또

한 미아를 더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이 해당 시설에서의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근거 중 하나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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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도심백사장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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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도심백사장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도심백사장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21,281.3으로 전체 시설 평균

대비 약 1.39배로 높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 또한 497.2로 평균 대비 약 

1.27배로 높은 편이다.

도심백사장은 장애물 없이 오픈된 공간의 특성 상, 중앙부에서 가장 가시성과 노

출도가 높게 나타나며, 주변부로 갈수록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썬큰구조로 이루어

져 있어 시설 경계부의 데크에서는 가시성이 높지만, 우측의 물놀이장 쪽으로 이동

하면 이동공간에서의 가시성과 시설에서의 노출도가 확연히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데크에 앉아서 아동을 관찰하기 때문에 보호자 측면에서는 

가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47] 도심백사장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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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물놀이마당
물놀이마당을 이용한 아동수는 159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1.4배이며, 미

아수는 9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2.28배로 매우 높은 편이다. 즉, 아동수 대

비 미아수 비율이 0.00118로 전체 시설의 평균대비 약 1.5배 높다. 다른 유희시설

과 다르게 물놀이마당의 경우, 분수 가동기간에 따라 이용객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미아발생 또한 계절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118

미아수(아동수) 9(159)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370

면적(m2) 2,151
평균 보행

밀도(인/m2) 0.216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39

에이전트 
이탈비율 0.81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22,471.6

I 516.3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23] 물놀이마당 미아 영향요인 분석

  

[그림 4-48] 물놀이마당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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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행태
분수가 나오는 영역을 중심으로 아동의 동적행태가 보이며, 몇몇 어린 유아 주위

로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는 보호자의 동적행태도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물놀이장

의 경계부는 잔디밭과 파고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성인 및 아동의 휴식과 같은 

정적행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여름에는 물놀이마당 이용객이 많은 관계로 임시로 

캐노피(6x18m)를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곳에서 보호자의 휴식 

및 아동관찰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림 4-49] 물놀이장 이용자 행태 (7~8월)

(2) 보행밀도

[그림 4-50] 물놀이마당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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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마당과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2,151m2이며, 전

체 이용객수는 총 370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과 비

슷한 편이며, 이용객수는 약 1.6배로 많은 편이다. 보행밀도의 경우 0.216인/m2로 

전체시설 평균보다 약 1.4배 더 높게 나타났다. 가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은 1m2당 

3명이 있었으며, 시설 내외부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혼잡함에 의해 

보호자가 아동관찰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미아발생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평면구성
물놀이마당은 큰 장애물 없이 오픈된 공간으로 수목에 의하여 경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세 방향으로 출입구가 존재한다. 즉, 오픈된 경계의 비율이 0.39로써, 다른 

시설보다 조금 더 개방된 구조이다. 그리고 북측으로는 다솜마당과 인접하고 서측

으로는 데크를 통해 도심백사장과 인접한다. 또한 북서측에 보호자가 휴식 및 아동

관찰을 할 수 있는 벤치 파고라가 있으며, 서측에는 여름에만 임시로 설치되는 캐

노피가 있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물놀이마당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

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81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1.13배로 이탈률이 높은 편이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19 23 21 18 0.81

[표 4-24] 물놀이 마당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초중반

에는 물놀이마당 내의 분수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시설 내에서 머물다가 후

에는 사방으로 시설을 이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물놀이마당의 서측에 위치

한 도심백사장의 attraction에 이끌려 에이전트가 많이 이동하였다. 그리고 북측의 

다솜마당으로도 이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물놀이마당은 남문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에이전트들은 남문을 통해 공원을 빠져나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도 물놀이마당이나 도심백사장에서 놀던 아동이 남문을 지나 공원 밖을 빠

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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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물놀이마당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물놀이마당의 시설 중앙에서 에이전트의 이동빈도(Steps)가 가장 많았고, 그만큼 

동적 노출량(qDVE)이 높았다. 즉, 보행밀도의 변수를 제외하면, 물놀이마당의 중

심부에서 아동의 움직임이 가장 많이 노출된다. 그리고 아동이 해당 위치에 있을 

때 관찰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심백사장으로도 에이전트가 많이 

이동하고 잘 노출되는 것을 보아, 물놀이마당에서 발생한 미아가 도심백사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장소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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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물놀이마당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물놀이마당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22,471.6으로 전체 시설 평균

대비 약 1.47배로 높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 또한 516.3으로 평균 대비 

약 1.32배로 높은 편이다. 물놀이마당은 기둥형의 분수를 제외하고는 큰 장애물 없

이 오픈된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설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시성과 

노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분수공간 주위로 수목과 잔디밭이 형성되어 

있는데, 잎이 크지 않은 수목을 식재하여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놀이시설이 중심에 있고 휴식공간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여서 보행밀도가 높

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이 어디에서든지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림 4-53] 물놀이마당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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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뽀로로 도서관
뽀로로 도서관을 이용한 아동수는 65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57배이며, 

미아수는 10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2.54배로 매우 높은 편이다. 즉,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0.00321로 전체 시설의 평균대비 4.1배나 높으며, 전체 시설 

중에서도 가장 높다. 뽀로로 도서관은 부산시민공원 내 인기 1순위의 시설이며 주

변에 편의시설까지 밀집해있어 유동인구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321

미아수(아동수) 10(65)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215

면적(m2) 997
평균 보행

밀도(인/m2) 0.157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27

에이전트 
이탈비율 0.92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6,865.0　

I 404.7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25] 뽀로로 도서관 미아 영향요인 분석

  

 

(1) 이용자 행태
뽀로로 도서관 외부에는 개별적인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휴식

과 같은 정적행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뽀로로 도서관의 동측에서는 캐

릭터 조형물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대기의 행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서관이 편의점이나 잔디광장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과 같은 

동적인 행태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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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혼잡함을 유발하고 있다. 

[그림 4-54] 뽀로로 도서관 이용자 행태

(2) 보행밀도
뽀로로 도서관과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997m2이며, 전

체 이용객수는 총 215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 대비 

약 0.5배로 작은 편이며, 이용객수는 약 0.9배로 평균적인 수치이다. 따라서 이용

객 대비 면적이 작은 만큼 평균 보행밀도는 0.157인/m2로 전체시설 평균보다 약 

1.7배 더 높게 나타났다. 가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은 1m2당 4명이 있었으며, 도서

관 정면에 전시된 캐릭터 조형물 부근에서 가장 높은 보행밀도를 보였다. 특히나 

이 영역은 포토존으로써 이용객의 정체구간이기도 하며, 중앙 잔디로 향하는 길목

에 위치하고 있어 상당한 혼잡을 빚고 있다. 이러한 혼잡에 의해 아동이 보호자로

부터 이탈되기도 하고, 아동이 성인에 의해 가려짐에 따라 아동을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져 미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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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 뽀로로 도서관 충돌빈도(Jam Level)

[그림 4-55] 뽀로로 도서관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3) 평면구성
뽀로로 도서관의 외부공간은 건물과 화단에 의해 영역이 형성되고 길이 나는 구

조여서 해당 시설로 접근 가능한 길은 4면으로 다 나있다. 하지만 북측으로 편의점 

등의 건물군이 위치하고 전반적으로 화단이 형성되어 있어, 실제로 이동 가능한 영

역은 좁은 편이다. 즉, 오픈된 경계의 비율이 0.27로써, 다른 시설보다 조금 더 폐

쇄적인 구조이다. 특히, 캐릭

터 조형물이 있는 동측은 특

성상 이용객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통로가 3m 이

내로 매우 좁아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보행 시뮬레

이션 결과 중 에이전트 충돌

빈도(Jam Level)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영역에 

비해 해당 영역에서 에이전트

들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혼잡한 것을 알 수 있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뽀로로 도서관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

지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92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1.28배로 이탈률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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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22 25 23 22 0.92

[표 4-26] 뽀로로 도서관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그림 4-57] 뽀로로 도서관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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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초반에

만 캐릭터 조형물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뽀로로 도서관 부근에서 머물다가 

후에는 사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attraction 요소가 있는 외부공

간이 다른 도로와 많이 접해있고 사방으로 연결됨에 따라, 다른 시설에 비해 에이

전트들이 다양한 경로로 더 멀리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시설

에 비해 뽀로로 도서관에서의 이동에 대한 방향성이 상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에, 보호자가 아동을 놓쳤을 때 아동이 어디로 이동하였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하여 미아발생을 더 유도하게 

된다.

에이전트의 동적 노출량(qDVE)을 보면, 에이전트가 다양한 경로로 이동함에 따

라 뽀로로 도서관의 캐릭터 조형물 영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곳에서 많이 노출되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방형의 뽀로로 도서관과 편의점 등의 건물군이 

시각적 방해물로 작용하여 이 주위로는 동적 노출량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해당 영역으로 아동이 이동할 경우,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4-58] 뽀로로 도서관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뽀로로 도서관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6,865.0이며, I 값 (노출

의 용이성)은 404.7로 두 지표 모두 전체 시설 평균과 유사하다. 

 뽀로로 도서관의 경우 주위가 오픈되어 있는 남측과 서측은 가시성 및 노출도가 



제 4장.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 분석 

145

높지만, 북측은 편의점 등의 건물군과 인접하고 있어 가시성 및 노출도가 매우 낮

다. 이는 해당 영역에 있는 보호자가 멀리 떨어진 아동을 관찰하기 어려우며, 아동

이 홀로 해당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도서관의 출입문이 북측과 남측 양쪽으로 나있어, 아동이 시설

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한 번에 발견할 확률이 낮다. 특히, 아동이 도서관

의 북쪽 출입문으로 나갈 경우, 남쪽 출입문으로 나갈 때보다 더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59] 뽀로로 도서관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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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잔디광장
잔디광장을 이용한 아동수는 83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73배이며, 미아

수는 2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51배이다. 즉,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0.00050으로 전체 시설의 평균대비 약 0.64배로 낮은 편이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050

미아수(아동수) 2(83)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268

면적(m2) 39,604
평균 보행

밀도(인/m2) 0.007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05

에이전트 
이탈비율 0.47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2487.1

I 340.2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1,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27] 잔디광장 미아 영향요인 분석

[그림 4-60] 잔디광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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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행태
잔디광장은 18개의 일반 유희시설의 평균면적 대비 약 20.04배로 면적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같은 잔디광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잔디광장의 가장자리에는 수목이 심어져 있어, 그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앙보다는 가장자리 30~40m 이내에서 휴식 등과 같은 정적행태가 집중

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동적행태는 잔디밭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났지만 

동적행태의 세부 유형 또한 영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다. 잔디광장의 가장자리

는 주로 이동의 행태를 보였으며, 중앙부는 장애물이 없는 오픈 스페이스이기 때문

에 아동의 놀이행태 및 성인의 아동 놀이지원 행태가 보였다.

[그림 4-61] 잔디광장 이용자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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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밀도
주변 도로를 제외한 잔디광장의 면적은 약 39,604m2이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268명이다. 일반적인 유희시설 18개와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 대비 약 

20.04배로 매우 큰 편이지만, 이용객수는 약 1.17배로 평균보다 조금 많은 편이다. 

따라서 평균 보행밀도는 0.007인/m2로 전체시설 평균보다 약 0.05배로 매우 낮다. 

잔디광장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타인으로 부터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동반객별로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보행밀도

가 높은 곳은 외곽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곳이며, 1m2당 3명이 있었다. 잔디광장 

내부에서는 이용객들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동적활동을 취하고 있어, 1m2당 

0~1명의 대체로 낮은 보행밀도를 보였다. 

[그림 4-62] 잔디광장 보행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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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면구성
잔디광장은 부산시민공원의 중앙부에 위치한 대형 잔디광장으로서 주변 시설로

부터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이곳은 사면이 모두 도로와 인접하고 있지만, 몇몇 출

입구 영역을 제외하고는 로프로 이루어진 임시 fence에 의해 막혀있다. 또한 동측

으로 5개의 유희시설 및 카페테리아와 인접하고 있고 북측으로는 2개의 유희시설, 

서측으로는 뽀로로 도서관 및 편의점과 인접하고 있어, 잔디광장이 시설 간의 이동

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설로 이동할 때, 도

로를 따라 이동하기도 하지만 잔디광장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경향도 많이 보인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잔디광장에서 5m 확장된 영역까지를 경

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47로 전체 시설 평균대

비 0.66배이며, 이탈률이 낮은 편이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15 12 10 10 0.47

[표 4-28] 잔디광장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초반에

는 에이전트 간의 군집보행으로 인해 중앙으로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시간

이 흐름에 따라 외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출입문이 사방으로 나있

어, 에이전트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시설을 이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잔디

광장 동측의 경우, 유희시설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어 attraction 요소에 의해 에이

전트가 해당 영역으로 많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에이전트의 이동빈도(Steps)를 보면, 잔디광장 중앙부와 외곽의 출입구 및 유희

시설에서 에이전트의 이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동적 노출량(qDVE) 또

한, 잔디광장 중앙부와 출입구 및 유희시설에서 많이 노출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미아가 잔디광장에서 출입구를 통해 유희시설로 이동할 확률이 높고, 이

곳에서 발견될 확률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호자나 직원 등이 유희

시설 부근의 출입구를 잘 관찰하면 아동의 시설이탈을 방지하고 미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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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3] 잔디광장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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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4] 잔디광장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잔디광장의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분석 영역의 설정 기준은 잔디광장에 있는 

아동을 관측하고 해당 아동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잔디광장에 혼자 있는 아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너무 멀리 있으면 해

당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있는 것인지 미아가 된 것인지도 판단하기가 모호하고, 

그런 상황에서 멀리 있는 시민이 굳이 아동을 확인하러 잔디광장까지 이동하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잔디밭 인근의 도로까지를 잔디광장의 분석영역으로 설정하였

다. 또한 도로너머로는 잔디광장의 아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사람이 존재

하지 않는 영역, 즉 벽으로 간주하였다.

잔디광장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2,487.1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81배로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 또한 340.2로 평

균대비 약 0.87배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잔디광장은 오픈된 잔디밭의 특성상, 중앙부에서 매우 높은 시각적 접근도와 노

출도를 보인다. 하지만 잔디광장의 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동을 놓치

거나 시선에서 멀어질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다시 발견하기 어렵고 미아가 될 가

능성도 있다. 그리고 외곽부의 경우, 가시영역이 가능한 공간이 한정적인 관계로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의 잔디밭에서 놀던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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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부나 인근의 유희시설로 이동하게 되면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기 어렵게 된

다.

[그림 4-65] 잔디광장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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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북서울 꿈의 숲

4.3.1. 볼프라자
볼프라자를 이용한 아동수는 222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1.95배이며, 미

아수는 2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51배이다. 즉,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이 0.00019이며, 전체 시설의 평균대비 약 0.24배로 매우 낮은 편이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019

미아수(아동수) 2(222)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445

면적(m2) 6,297
평균 보행

밀도(인/m2) 0.07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10

에이전트 
이탈비율 0.21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5637.3

I 253.4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29] 볼프라자 미아 영향요인 분석

  

  

(1) 이용자 행태
볼프라자는 넓고 오픈된 공간의 특성상, 일반적인 놀이보다는 자전거 및 보드타

기와 같은 동적활동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다른 시설처럼 아동들이 모여 있기 

보다는 각각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동적활동을 하는 아동의 모습을 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볼프라자는 썬큰구조로서 경사진 영역이 존재하며, 이 영역과 평평한 

영역의 경계부에 텐트가 많이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보호자가 텐트 

인근과 경사진 잔디밭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동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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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6] 문화광장(볼프라자, 놀이터, 바닥분수) 전경 

[그림 4-67] 볼프라자 전경

(2) 보행밀도
볼프라자와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6,297m2이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445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 대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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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배로 매우 넓은 편이며, 이용객수 또한 약 1.9배로 많은 편이다. 평균 보행밀도

는 0.07인/m2로 전체시설 평균보다 약 0.6배 낮게 나타났다. 가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은 1m2당 3명이 있었으며, 볼프라자의 경사진 영역에서 주로 보행밀도 높게 나

타났다. 또한 해당 영역에서 텐트가 많이 설치되어있고, 텐트 내부의 이용객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 볼프라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68] 볼프라자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3) 평면구성
볼프라자는 북측으로 유아 놀이터와 인접해 있고, 남측으로는 상상 어린이 놀이

터와 인접해있다. 그리고 볼프라자는 별도의 놀이기구 없고 아동의 동적 놀이활동

을 지원하도록 바닥이 평탄하고 넓게 형성되어있다. 또한 썬큰구조이며, 지면과의 

단차를 경사로 처리함으로써 해당공간에 자연스럽게 보호자의 아동관찰 영역이 형

성되도록 하였다. 해당 영역은 넓은 면적의 특성 상 많은 텐트가 설치되어진다. 그

리고 경사면 주위로 수목을 식재하고 석재 fence를 설치함으로써 경계를 형성시켰

다. 경계부의 출입구는 폭1.5~4m로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픈된 경계의 비율

은 0.10으로써, 다른 시설에 비해 매우 폐쇄적인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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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볼프라자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21로 전체 시설 평균

대비 0.29배로 이탈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5 8 4 4 0.21

[표 4-30]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거의 대

부분의 에이전트가 볼프라자 내부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몇몇 에이전트들은 

남측과 서측의 출입구를 통해 시설을 빠져나갔다. 시설을 빠져 나온 에이전트들은 

볼프라자 인근에 있는 상상 어린이 놀이터와 바닥분수, 미러폰드, 유아 놀이터의 

attraction 요소에 이끌려 이동하였다. 하지만 실제 환경은 썬큰구조로서 큰 도로와 

공간적인 분리를 이루고 있으며, 볼프라자의 지면과 다른 유희시설 사이에서 아동 

키 이상의 단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동이 다른 시각적인 자극요소에 의

해 시설을 이탈할 가능성이 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가 해당 시설에

서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사료된다.

에이전트의 동적 노출량(qDVE)을 보면, 볼프라자의 시설 내부 전반적인 곳에서 

에이전트의 이동빈도가 높은 만큼, 에이전트의 움직임이 많이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썬큰구조의 특성상, 보호자가 경사면에 앉아 아동을 관찰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 중앙에 있는 아동이 잘 노출되어지는 만큼 보호자가 관찰

하기도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볼프라자에서는 미아 발생이 적은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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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9] 볼프라자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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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0] 볼프라자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볼프라자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5,637.3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36배 이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은 253.4로 평균대비 약 0.65배이다.

보행 시뮬레이션에서는 지면의 높낮이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평지로 가정하

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Isovist Area와 I 분석 시에는 실제 가시 환

경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볼프라자에서 보이지 않는 시설 외부의 사각지대는 벽

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분석환경에서는 볼프라자 경계에서 20m까지를 가시 가

능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환경 설정을 통해 실제로 썬큰구조의 고저차에 

의해 볼프라자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을 분석영역에서 배제시키고자 하였다. 

볼프라자는 전체 시설 중에서도 면적이 가장 넓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성이나 노

출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다른 일반적인 시설들은 지면이 일정하

기 때문에 단차가 없고 그에 따른 가시적인 제약도 없지만, 볼프라자의 경우 썬큰 

구조 형식이기 때문에 지면과의 고저차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고도가 높은 광장 

쪽에서는 멀리 이동할수록 가시적으로 접근 가능한 볼프라자의 영역이 줄어들게 

된다. 즉, 시설 내에서의 보호자의 아동 관찰 및 아동의 노출도는 높지만, 외부 광

장 쪽에서는 낮다. 하지만 볼프라자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시설의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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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텐트를 설치하고 아동을 관찰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가시성은 높다고 할 수 있

다.

[그림 4-71] 볼프라자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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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상상 어린이 놀이터
상상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한 아동수는 219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1.92

배이며, 미아수는 3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76배이다. 즉, 아동수 대비 미

아수 비율이 0.00029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4배 낮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029

미아수(아동수) 3(219)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413

면적(m2) 2,530
평균 보행

밀도(인/m2) 0.16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36

에이전트 
이탈비율 0.79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8,548.4

I 265.6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31] 상상 어린이 놀이터 미아 영향요인 분석

  

(1) 이용자 행태
상상 어린이 놀이터는 대형 놀이기구부터 소규모의 작은 놀이기구로 이루어져있

다. 따라서 시설 자체는 영유아부터 학령기 아동까지 대부분의 아동을 수용하지만, 

놀이기구에 따라서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이 달라지는 편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

호자의 아동놀이지원이나 관찰행태도 달라진다. 6~12세의 학령기 아동은 주로 보

호자 없이 자율적으로 놀이 활동을 하고, 보호자 또한 직접적인 놀이지원보다는 멀

리서 벤치 등에 앉아 관찰하는 행태를 보인다. 하지만 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직접적

인 아동 놀이지원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설 중앙부에서는 아동과 성인의 동적행태

를 주로 볼 수 있고, 시설 경계부 휴식공간에서는 성인의 정적행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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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2] 상상 어린이 놀이터 전경

(2) 보행밀도
상상 어린이 놀이터와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2,530m2

이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413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

균 대비 약 1.3배로 큰 편이며, 이용객수 또한 약 1.8배로 매우 많은 편이다. 따라

서 평균 보행밀도 또한 0.16인/m2로 전체시설 평균보다 약 1.3배 높게 나타났다. 

가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은 1m2당 3명이 있었으며, 시설 내부의 전반적인 곳에서 

높은 보행밀도를 보였다. 

[그림 4-73] 상상 어린이 놀이터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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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면구성
상상 어린이 놀이터는 2개의 대규모 조합놀이기구와 회전놀이대, 모래놀이터 등 

작은 놀이기구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북측으로는 볼프라자와 인접해 있으며, 서

측으로는 바닥분수와 인접해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단과 석재 fence에 의하여 

시설의 경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폭3~30m의 다수의 출입구에 의해 사방으로 연결

되어 있다. 오픈된 경계의 비율은 0.36으로써, 평균대비 1.15배로 다른 시설보다 

조금 더 오픈된 구조이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상상 어린이 놀이터에서 10m 확장된 영

역까지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79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1.10배로 이탈률이 높은 편이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19 18 19 23 0.79

[표 4-32] 상상 어린이 놀이터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초반에

는 상상 어린이 놀이터 내의 놀이기구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시설 내에서 머

물다가 후에는 사방의 출입구를 통해 시설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시

설의 서측에 위치한 바닥분수로도 에이전트가 많이 이동하였다. 상상 어린이 놀이

터는 북측에 볼프라자가 위치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는 오픈되어 있지만 fence에 

의해 막혀있다. 따라서 몇몇 에이전트가 볼프라자의 매력적인 요소에 이끌려 가까

이 이동하지만 물리적으로 막혀있어, 다시 출입구를 통해 우회하여 볼프라자로 가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상, 남측에서 이탈한 에이전트들은 잔디밭

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공간은 경사가 심한 언덕이라 아

동의 이동이 많지 않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언덕을 구분할 수 없고, 모든 공

간을 평지로 간주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보행시 언덕으로의 이동량이 많이 나타났

다. 따라서 에이전트의 언덕으로의 이동은 배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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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4] 상상 어린이 놀이터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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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의 동적 노출량(qDVE)을 보면, 시설 내부 중에서도 대규모의 놀이기구 

사이에서 아동의 움직임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상 어린이 놀이

터는 중앙에 여러 개의 놀이기구가 있고, 시설 경계부에 파고라, 데크 등의 휴식공

간이 있다. 따라서 보호자들이 중앙에 있는 데크에서 휴식을 취할 경우, 아동을 관

찰하는 것이 용이하다. 하지만 대형 놀이기구 주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바로 옆에서 영유아 관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을 관찰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그리고 바닥분수 주위로 시각 또는 물리적 장애물이 없어 해당 영역에서 에이전

트 이동빈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그만큼 실제로도 아동이 놀이터에서 바닥

분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적 노출량(qDVE)을 보면 바닥분수가 오픈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에이전트가 많이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놀

이터에서 바닥분수로 이동하는 중에 보호자나 시민, 직원 등에게 발견될 확률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75] 상상 어린이 놀이터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상상 어린이 놀이터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8,548.4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56배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 또한 265.6으로 

평균대비 약 0.68배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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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대규모의 놀이기구가 시야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

다. 따라서 시설 내부 전반적으로 가시성과 노출도가 낮게 나타났다.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호자가 시설 경계부의 데크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아

동을 관찰하는데 해당 영역은 놀이기구로 인해 가시성이 제한되면서, 실제로 보호

자기 아동관찰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 또한 높은 놀이기구에 

의하여 가려지면서 보호자에게 노출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시설 남서측의 출입구 쪽은 광장과 연결되면서 높은 가시성 및 노출도를 

보였다. 따라서 보호자나 시민 등이 아동이 시설을 이탈하는 모습을 목격하기 쉽

고, 아동 또한 잘 노출되어질 수 있다.

 

[그림 4-76] 상상 어린이 놀이터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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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아트센터 앞
해당 공간은 놀이시설은 아니지만, 인근의 미러폰드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들

이 휴식을 취하며 아동을 관찰하는 공간이다. 아트센터를 이용한 아동수는 92명으

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81배이며, 미아수는 6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1.52배이다. 즉,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0.00136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1.8배 높으며, 북서울 꿈의 숲 중에서 미아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136

미아수(아동수) 6(92)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217

면적(m2) 797
평균 보행

밀도(인/m2) 0.27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33

에이전트 
이탈비율 0.95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3,269.1

I 346.8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33] 아트센터 앞 미아 영향요인 분석

  

  

(1) 이용자 행태
아트센터 전면부는 필로티 공간으로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미러폰드 이용객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아트센터의 1층에는 갤러리와 콘서트홀로 가

는 입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함께 있어 이용객들의 통행량이 많다. 또한 

입구가 아트센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정적행태가 좌우로 양분화

며, 중앙으로는 이동의 동적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아

동이 보호자가 못 본 사이 미러폰드로 이동할 경우, 지나가는 다른 행인들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아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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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7] 아트센터 앞 전경

(2) 보행밀도
아트센터 전면부와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797m2이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217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 대

비 약 0.4배로 매우 작은 편이며, 이용객수는 약 0.94배로 평균과 비슷하다. 따라

서 평균 보행밀도가 0.27인/m2로 전체시설 평균보다 약 2.14배 높게 나타났다. 가

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은 1m2당 3명이 있었으며, 시설 영역 내 전반적인 곳에서 

보행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8] 아트센터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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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면구성
북측으로 전부 오픈된 형태로 미러폰드와 인접해 있으며, 남측은 아트센터의 입

구가 되는 벽으로 막혀있다. 동측은 산의 언덕에 의해 막혀있고, 서측은 화단에 의

해 경계가 형성되어있지만 폭이 2m인 출입구에 의해 공간이 일부 오픈되어 있다. 

오픈된 경계의 비율은 0.33으로써,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수치이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아트센터 전면부에서 10m 확장된 영역

까지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95로 전체 시

설 평균대비 1.32배이며, 부산시민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을 포함한 전체 시설 중에

서 이탈률이 가장 높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23 22 25 25 0.95

[표 4-34] 아트센터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미러폰

드가 attraction 요소로 작용하여 아트센터에서 미러폰드로 대거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러폰드 동측에 인접하고 있는 바닥분수와 볼프라자, 상상 어린이 

놀이터로도 많이 이동하였다. 또한 아트센터에서 40m 이내에 서문이 위치하고 있

는데, 아트센터를 이탈한 에이전트 중에서 서문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도 5~9월 기간 동안 서문에서 발견된 미아가 2명인 것을 감안하면 유희시설에서 

서문으로의 미아가 이동할 확률이 있고 또한 공원 밖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에이전트의 이동빈도(Steps)를 보면, attraction요소에 의하여 아트센터와 가장 

가까운 미러폰드에서 이동빈도가 가장 높은 것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동적 노

출량(qDVE) 또한, 아트센터 보다는 미러폰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동빈

도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오픈된 미러폰드의 공간적 특성 또한 에이전트의 노출량

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닥분수도 이동빈도

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된 공간의 특성상 에이전트가 잘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행밀도의 변수를 제외하면, 미러폰드와 바닥분수에

서 아동의 움직임이 잘 노출되고 또한 보호자나 시민이 아동을 관찰하고 발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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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79] 아트센터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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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0] 아트센터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아트센터 전면부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3,269.1로 전체 시설 평

균대비 약 0.87배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 또한 346.8로 평균

대비 약 0.88배로 낮다. 해당 공간은 아트센터 입구의 필로티 하부 공간이다. 후면

은 아트센터 입구와 편의점으로써 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러폰드 쪽으로만 공간

이 오픈되어 있다. 따라서 가시성 및 노출도가 후면의 벽쪽에서는 굉장히 낮지만, 

미러폰드 방향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시설 내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시성 및 노출도

가 낮은 것과 더불어 이용객수가 많음에 따른 가시성의 제약과 아동이 타인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에 의해 아트센터에서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4-81] 아트센터 앞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제 4장.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 분석 

171

4.3.4. 미러폰드
미러폰드를 이용한 아동수는 214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1.88배이며, 미

아수는 2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51배이다. 즉,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이 0.00019이며, 평균보다 약 0.3배 낮다. 미러폰드는 총 75m × 10m의 직사각형 

형태의 공간에 3개소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북측에 위치한 제일 큰 미러폰드는 

수경설비를 가동하지 않으며, 중앙과 아트센터 부근에 위치한 미러폰드에만 수경설

비를 가동하여 아동의 물놀이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019

미아수(아동수) 2(214)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380

면적(m2) 3,005
평균 보행

밀도(인/m2) 0.13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59

에이전트 
이탈비율 0.55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6,546.2

I 412.6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35] 미러폰드 미아 영향요인 분석

  

  

(1) 이용자 행태
미러폰드 내부에서는 아동의 물놀이 활동만 일어나며, 보호자는 미러폰드 밖에서 

아동을 관찰하는 행태를 보인다. 그리고 미러폰드의 서측 경계부에 장방형의 벤치

가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텐트가 설치되고, 성인과 아동의 휴식 및 보호자의 아

동관찰이 나타난다. 북측의 미러폰드는 수경설비를 가동하지 않아, 아동의 물놀이

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물놀이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한 아동들이 해당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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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앉아서 쉬는 등의 정적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미러폰드 인근에 바닥분수가 위치하고 있어, 수경설비 가동 유무에 따라 

이용객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수경설비가 가동되면 미러폰드에서 놀던 아동 중 

일부가 바닥분수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

나 시선을 돌린 사이, 아동이 미러폰드를 이탈하게 되면 미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림 4-82] 미러폰드 전경

(2) 보행밀도
미러폰드와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3,005m2이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380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 대비 약 

1.52배로 넓은 편이며, 이용객수 또한 약 1.65배로 많은 편이다. 평균 보행밀도는 

0.13인/m2로 전체시설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가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은 

미러폰드 근처의 벤치이며 1m2당 3명이 있었다. 그리고 미러폰드 세 영역 중에서 

수경시설이 가동되는 두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보행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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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3] 미러폰드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3) 평면구성
미러폰드는 남측으로는 아트센터와 인접해 있으며, 동측으로는 바닥분수 및 볼프

라자, 상상 어린이 놀이터와 인접하고 있다. 그리고 서측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관

찰할 수 있고 아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가 일렬로 길게 놓여있으며 부분적

으로 오픈되어 있다. 벤치 너머로는 서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오픈된 경계의 비

율은 0.59로써, 전체 시설 평균대비 1.89배로 매우 오픈된 구조이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미러폰드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55로 전체 시설 평균

대비 0.77배이며, 이탈률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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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14 13 15 13 0.55

[표 4-36] 미러폰드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미러폰

드 내의 attraction 요소로 인해 초중반까지 시설 내에서 머물다가 후에는 사방의 

출입구를 통해 시설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러폰드 동측에 인접

하고 있는 바닥분수와 볼프라자, 상상 어린이 놀이터로도 많이 이동하였다. 또한 

미러폰드에서 20m 이내에 서문이 위치하고 있는데, 미러폰드를 이탈한 에이전트 

중에서 서문으로 이동한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도 5~9월 기간 동안 서문에서 발견

된 미아가 2명인 것을 감안하면 유희시설에서 서문으로의 미아가 이동할 확률이 

있고 또한 공원 밖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에이전트의 이동빈도(Steps)를 보면, attraction요소에 의하여 미러폰드에서 이

동빈도가 가장 높은 것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동적 노출량(qDVE) 또한, 미러

폰드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동빈도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오픈된 미러폰

드의 공간적 특성 또한 에이전트의 노출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닥분수도 이동빈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된 공간의 특

성상 에이전트가 잘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행밀도의 

변수를 제외하면, 미러폰드와 바닥분수에서 아동의 움직임이 잘 노출되고 또한 보

호자나 시민이 아동을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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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4] 미러폰드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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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5] 미러폰드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미러폰드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6,546.2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1.08배이고, I 값 (노출의 용이성) 또한 412.6로 평균대비 약 1.05배로 두 지표 

모두 평균치와 근사하게 나타났다.

미러폰드는 시설 내에 큰 장애물 없이 오픈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에

서 전반적으로 가시성 및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 경계 주위로 이용

객들의 텐트가 일렬로 설치되어 있어 시야에 제약을 준다. 비록 텐트 내의 보호자

는 아동 관찰에 용이하겠지만, 텐트 뒤편에서는 아동 관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아동이 텐트 주위로 지나갈 경우, 노출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텐트

가 설치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영역에서는 시각적 방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아동의 시설 이탈 시, 쉽게 목격하고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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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6] 미러폰드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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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바닥분수
바닥분수를 이용한 아동수는 89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78배이며, 미아

수는 1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25배이다. 즉,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0.00023이며, 평균대비 약 0.3배로 낮은 편이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023

미아수(아동수) 1(89)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155

면적(m2) 1,478
평균 보행

밀도(인/m2) 0.10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1.00

에이전트 
이탈비율 0.91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9630

I 464.9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37] 바닥분수 미아 영향요인 분석

  

[그림 4-87] 바닥분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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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행태
바닥분수는 매 정시에 30분간 가동(하루 5회)이 된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이용객

이 없지만, 수경설비가 가동되는 시간에는 아동의 동적행태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바닥분수 경계부위에서 아동을 관찰하는 보호자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닥분수는 fence없이 100% 다 오픈된 구조이지만, 서 있는 이용객들이 

fence 역할을 하기도 하며, 또한 시각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바닥분

수에서 놀던 아동이 다른 흥미요소로부터 자극을 받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탈한 경우, 오히려 아동이 다른 성인에 가

려짐으로써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아가 될 수도 있다.

(2) 보행밀도
바닥분수와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1,478m2이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155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 대비 약 

0.75배로 작은 편이며, 이용객수 또한 약 0.67배로 적은 편이다. 평균 보행밀도 또

한 0.11인/m2로 전체시설 평균보다 약 0.82배 낮게 나타났다. 가장 보행밀도가 높

은 곳은 1m2당 3명이 있었으며, 시설 내부와 주위의 보호자 관찰공간에서 보행밀

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8] 바닥분수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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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면구성
바닥분수는 문화광장의 중앙에 위치함에 따라 많은 유희시설과 인접해있다. 서측

으로는 미러폰드와 인접해 있으며, 북측으로는 볼프라자, 동측으로는 상상 어린이 

놀이터와 인접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오픈된 구조이기 때문에 오픈된 경

계의 비율은 1.0이며, 부산시민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의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유

일하게 fence가 없이 전부 오픈되어 있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바닥분수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91로 전체 시설 평균

대비 1.27배이며, 이탈률이 높은 편이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21 25 21 24 0.91

[표 4-38] 바닥분수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초반에

는 바닥분수 내의 attraction 요소로 인해 시설 내에서 머물다가 후에는 사방으로 

시설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서측에 인접하고 있는 미러폰드로 대거 

이동하였으며, 동북측의 볼프라자와 상상 어린이 놀이터로도 많이 이동하였다. 또

한 바닥분수에서 50m 이내에 서문이 위치하고 있는데, 바닥분수를 이탈한 에이전

트 중에서 서문으로 이동한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도 5~9월 기간 동안 서문에서 

발견된 미아가 2명인 것을 감안하면 유희시설에서 서문으로의 미아가 이동할 확률

이 있고 또한 공원 밖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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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9] 바닥분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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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의 이동빈도(Steps)를 보면 바닥분수와 미러폰드에서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누적된 동적 노출량(qDVE) 또한 바닥분수와 

미러폰드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보행 시뮬레이션의 시작지점이었던 바닥분수

보다 미러폰드에서 오히려 동적 노출량(qDVE) 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러

폰드가 넓은 영역에서 시각적으로 많이 오픈됐다는 특성도 있지만, 그만큼 에이전

트의 이동이 많아 노출량도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는 바닥분수에 있던 

아동이 미러폰드로 이탈할 확률이 높고, 미러폰드에서 주변 사람에게 발견될 가능

성도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90] 바닥분수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바닥분수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9,630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1.28배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 또한 464.9로 평균대비 약 

1.19배로 높다.

바닥분수는 시설 내부에 장애물이 전혀 없어, 가시성 및 노출도가 높다. 따라서 

아동이 쉽게 노출되어지고, 보호자의 아동관찰 또한 용이하다. 그래서 아동이 놀이 

도중 시설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쉽게 발견하고 제재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바닥분수의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바닥분수와 미러폰드 사이 공간에 텐트가 설치되어져 있어, 해당 공간에서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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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게 가려지고 보호자도 아동을 쉽게 못 발견할 확률이 높다.

[그림 4-91] 바닥분수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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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물놀이장
물놀이장을 이용한 아동수는 137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1.20배이며, 미

아수는 1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25배이다. 즉,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이 0.00015이며, 평균대비 0.2배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015

미아수(아동수) 1(137)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230

면적(m2) 1,629
평균 보행

밀도(인/m2) 0.14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51

에이전트 
이탈비율 0.65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5,731.9

I 396.1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39] 물놀이장 미아 영향요인 분석

  

[그림 4-92] 물놀이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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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행태
물놀이장 내부에서는 아동의 물놀이 활동만 일어나며, 물놀이장의 경계부에서는 

보호자의 아동관찰이 나타난다. 그리고 물놀이장 남측의 청운답원(잔디광장)에서 

식재된 수목의 그늘을 따라 텐트가 설치되어져 있다. 이곳에서 보호자 및 아동의 

휴식이 이루어진다. 또한 물놀이장 인근에 위치한 미술관 앞 데크에서도 보호자와 

아동의 휴식이 많이 나타난다.

(2) 보행밀도

[그림 4-93] 물놀이장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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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과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1,629m2이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230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 대비 약 

0.82배로 작은 편이며, 이용객수는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평균 보행밀도 

또한 0.14인/m2로 전체시설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장 보행밀도가 높은 곳

은 1m2당 3명이 있었으며, 시설 내부와 인근 도로 및 미술관의 데크부분에서 높은 

보행밀도를 보였다. 

(3) 평면구성
물놀이장은 북동측으로 미술관과 인접해 있다. 물놀이장 주변에 따로 벤치는 없

으며, 미술관의 데크에서 돗자리를 펴거나, 잔디광장에서 텐트를 설치하여 이용객

들이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그리고 물놀이장의 북측과 동측은 fence로 막혀있고 

남측은 오픈된 채 바로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오픈된 경계의 비율은 절반

인 0.51이고, 전체 시설 평균대비 1.62배로 매우 오픈된 구조이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물놀이장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65로 전체 시설 평균

대비 0.90배이며, 이탈률은 평균과 비슷한 수치이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16 17 13 18 0.65

[표 4-40] 물놀이장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물놀이

장 내의 attraction 요소로 인해 초중반까지 시설 내에서 머물다가 후에는 남측의 

오픈된 공간을 통해 시설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물놀이장의 동측에 

있는 미술관 앞 데크와 남측의 잔디광장으로 많이 이동하였다. 또한 에이전트가 이

동한 경로는 실제 청운답원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도로와 유사하므로, 실제로 미아

가 이동시 청운답원을 가로질러 가기 보다는 도로를 따라 이동할 확률이 높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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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4] 물놀이장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에이전트의 이동빈도(Steps)를 보면, attraction요소에 의하여 물놀이장에서 이

동빈도가 가장 높은 것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동적 노출량(qDVE) 또한, 물놀

이장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동빈도 뿐만 아니라 오픈된 물놀이장의 공간

적 특성 또한 에이전트의 노출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물놀이장 내부에 있는 아동을 보호자가 관찰하기에도 용이하고, 아동 또한 잘 노출

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아 발생 시 아동이 데크나 도로로 많이 이동할 것

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영역에서도 아동이 타인에 의해서 잘 발견되어질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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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5] 물놀이장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물놀이장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5,731.9며, I 값 (노출의 용이

성)은 396.1로 두 지표 모두 전체 시설 평균과 유사한 편이다.

물놀이장 내부는 시각적 장애물 없이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가시성 및 노출도

가 높다. 그리고 비록 물놀이장과 미술관 사이의 데크 영역에서 가시성 및 노출도

가 모두 낮게 나왔지만, 이는 해당 영역이 미술관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발생한 현

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데크나 맞은편의 시

설 경계에서 아동을 관찰하기 때문에 분석에서처럼 미술관 뒤편의 가시성까지 고

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물놀이장은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에 용이하고, 아

동 또한 미술관 뒤편까지 이동하지 않는 한, 쉽게 노출되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96] 물놀이장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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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미술관 앞
해당 공간은 놀이시설은 아니지만, 인근의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들

이 휴식을 취하며 아동을 관찰하는 공간이다. 미술관을 이용한 아동수는 74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65배이며, 미아수는 4명으로 평균적인 수치이다. 즉, 아

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0.00113이며, 전체 시설 평균대비 1.45배로 미아가 많은 

편이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113

미아수(아동수) 4(74)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154

면적(m2) 1,417
평균 보행

밀도(인/m2) 0.11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27

에이전트 
이탈비율 0.8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2,311.5

I 330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41] 미술관 앞 미아 영향요인 분석

  

(1) 이용자 행태
미술관 전면부 데크공간은 필로티 형식으로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물놀이장 이

용객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한다. 따라서 아동이 데크에서 휴식을 취한 후에 

물놀이장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보호자는 그 주위에서 아동의 놀이를 관찰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술관 1층에는 갤러리로 가는 입구가 있어 미술관 이용객들의 통행

량이 많기 때문에 데크영역에서 혼잡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아동이 보호자가 못 본 사이 물놀이장으로 이동할 경우, 지나가는 다른 행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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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가려짐으로써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아가 될 수도 있다.

[그림 4-97] 미술관 앞 전경

(2) 보행밀도

[그림 4-98] 미술관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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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과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1,417m2이며, 전체 이

용객수는 총 154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 대비 약 

0.72배로 작은 편이며, 이용객수 또한 약 0.67배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평균 보행

밀도는 약 0.11인/m2로 전체시설 평균대비 약 0.85배로 낮은 편이다. 가장 보행밀

도가 높은 곳은 1m2당 2명이 있었으며, 미술관 앞 데크와 물놀이장, 그리고 도로에

서 전반적으로 높은 보행밀도를 보였다. 

(3) 평면구성
미술관은 서측으로 물놀이장과 인접해 있다. 미술관 앞 데크를 이용하는 대부분

의 이용객들이 물놀이장에서 놀이 중인 아동의 보호자이며, 이곳에서 아동 관찰과 

동시에 휴식을 취한다. 미술관 앞 데크의 북측은 미술관 입구와 유리창으로 부분적

으로 막혀있으며, 서측은 fence에 의해 물놀이장과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

고 동측 또한 부분적으로 막혀있으며, 우회 길을 통해 큰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남

측으로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으며 잔디광장과 이어진다. 오픈된 경계의 비율은 

0.27이고, 전체 시설 평균대비 0.87배로 조금 폐쇄적인 구조이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미술관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를 경

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84로 전체 시설 평균대

비 1.17배이며, 이탈률은 평균보다 조금 높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21 22 20 21 0.84

[표 4-42] 미술관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물놀이

장의 attraction 요소로 인해 미술관에서 물놀이장으로 대거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

다. 또한 미술관 남측과 동측에 인접하고 있는 잔디밭으로도 많이 이동하였다. 그

리고 물놀이장에서의 경우와 유사하게 에이전트가 실제 도로와 비슷한 경로로 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미아가 이동시 도로를 따라 이동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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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9] 미술관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그림 4-100] 미술관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에이전트의 이동빈도(Steps)를 보면, attraction요소에 의하여 물놀이장에서 이

동빈도가 가장 높은 것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동적 노출량(qDVE) 또한, 물놀

이장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술관 앞 데크에 있던 아동이 물놀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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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할 확률이 높고, 또 그 이동과정에서 타인에 의해 발견되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미술관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2,311.5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8배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 또한 330.0로 평균대비 약 

0.84배로 낮다.

미술관 입구 필로티 부분의 데크와 물놀이장에서의 가시성 및 노출도는 높은 편

이다. 하지만 미술관 뒤편의 경우 이동 통로만 있고 산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시성 

및 노출도 또한 떨어진다. 그리고 미술관의 형태가 긴 T자 형태를 취하고 있어, 데

크에서 주위를 둘러볼 때 양쪽으로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 만약 아동이 미술관 

앞 데크에서 물놀이장이나 잔디광장 쪽으로 이동하였다면 보호자가 아동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미술관 옆 사각지대나 뒤편으로 이동할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이 미술관에서 물놀이장이나 잔디광장 

쪽으로 이동하면 노출되어질 확률이 더 높지만, 미술관 뒤편으로 이동할 경우 노출

되어질 확률이 낮아진다. 

[그림 4-101] 미술관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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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유아 놀이터
유아 놀이터를 이용한 아동수는 24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21배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유아 놀이터에서는 미아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가 없기 때

문에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0.0이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

미아수(아동수) 0(24)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43

면적(m2) 984
평균 보행

밀도(인/m2) 0.04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0.20

에이전트 
이탈비율 0.83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2,628

I 401.6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43] 유아 놀이터 미아 영향요인 분석

  

  

(1) 이용자 행태
유아 놀이터의 시설 내부는 모래사장으로 이뤄져있고 중앙에 유아 스케일의 미

끄럼틀이 있다. 따라서 모래사장 영역에는 아동의 동적행태가 많이 나타나며, 산과 

맞닿은 시설의 경계부에서는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동을 관찰하는 보호

자의 정적행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유희시설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이 

많지만, 유아 놀이터의 경우 영유아의 아동이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다른 시설보

다 보호자가 아동 근처에서 아동의 놀이 활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미아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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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2] 유아 놀이터 전경

(2) 보행밀도

[그림 4-103] 유아 놀이터 이용자 행태 및 보행밀도

유아 놀이터와 그 경계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의 면적은 약 966m2이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43명이다.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시설 면적은 평균 대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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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배로 작은 편이며, 이용객수 또한 약 0.19배로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평균 

보행밀도 또한 0.04인/m2로 전체시설 평균보다 약 0.34배로 낮게 나타났다. 가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은 유아 놀이터 근처의 휴식공간으로 1m2당 2명이 있었으며, 

시설 내부에서는 대체로 낮은 보행밀도를 보였다. 이용객수가 굉장히 적음에 따라 

보행밀도 또한 낮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는 보호자의 아동관찰이 용이하고, 그만

큼 미아발생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3) 평면구성
유아 놀이터는 북서울 꿈의 숲 북측 경계부에 위치한 유희시설로서 전체 시설 중

에서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유아 놀이터는 남동측으로 큰 도로를 두고 

볼프라자와 인접하고 있으며, 도로에서 3m폭의 출입구와 연결된다. 그리고 서북측

으로 산이 인접하고 있고 벤치형 fence로 경계를 형성하고 있어, 이곳에서 보호자

들이 휴식을 취하고 아동을 관찰한다. 유아 놀이터의 북동측은 오픈형식으로 계단

형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유아 놀이터 외부의 물가와 시설을 이어준다. 오픈된 경

계의 비율은 0.20으로써, 전체 시설 평균대비 0.65배로 조금 폐쇄적인 구조이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유아 놀이터에서 10m 확장된 영역까지

를 경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83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1.16배이며, 이탈률이 높은 편이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19 22 22 20 0.83

[표 4-44] 유아 놀이터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유아 놀

이터 내의 attraction 요소로 인해 초중반까지 시설 내에서 머물다가 후에는 북동

측과 남측의 출입구를 통해 시설을 대부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시설

에서 에이전트 이탈률이 높은 이유는 시설의 면적이 작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유아 놀이터 동남측에 인접하고 있는 볼프라자와 미러폰드, 

상상 어린이 놀이터로도 에이전트가 일부 이동한 것을 통해, 인근 유희시설의  

attraction 요소가 에이전트의 이탈을 일부 유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 4장.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 분석 

197

[그림 4-104] 유아 놀이터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에이전트의 이동빈도(Steps)를 보면 시설 내부의 놀이기구 주위로 전반적으로 

이동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그만큼 동적 노출량(qDVE) 또한 시설 내부

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아 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수도 적으며, 놀이기구 

또한 하부구조가 떠있는 형태로 시각적 방해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

당시설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연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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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놀이터에서 미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05] 유아 놀이터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유아 놀이터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2,628.0으로 전체 시설 평균

대비 약 0.83배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 또한 401.6으로 평균

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유아 놀이터는 북서울 꿈의 숲에서 경계부에 위치하는 만큼, 가시적인 접근성이 

떨어진다. 시설에서 동측은 볼플라자 쪽으로 오픈되어 있어 가시성과 노출도가 높

은 편이나, 서측은 산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휴식 및 관찰이 시설의 서측 안쪽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시설의 

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유아 놀이터 이외의 다른 곳으로도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놀이터 내에서는 한 번에 전체를 다 관찰하기 힘들다. 하지만 서

측 안쪽 휴식공간의 경우, 놀이터 이외의 다른 장소를 관찰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

르지만 놀이터 내부를 한번에 다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시설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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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서 노출도가 높아, 아동의 시설 이탈 시 쉽게 발견될 수 있다.  

[그림 4-106] 유아 놀이터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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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청운답원 (잔디광장)
청운답원을 이용한 아동수는 56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49배이며, 미아

수는 2명으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0.51배이다. 즉,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0.00074로써 평균적인 수치이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0.00074

미아수(아동수) 2(56)

보행밀도
이용객수(인) 128

면적(m2) 10,631
평균 보행

밀도(인/m2) 0.012

평면구성
오픈경계비율 1.0

에이전트 
이탈비율 0.58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Isovist Area 16,870.9

I 414.2
* 평균은 부산의 잔디광장과 북서울의 청운답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의 요소별 평균값임.

* 각 요소별 수치 편차가 큰 관계로 차트 표현 시, 요소별로 0.0~1.6사이의 수치로 변환하였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x500, [이용객수]x0.002, [면적]x0.0002, [보행밀도]x4, [Iso]x0.00005,[I]x0.001

[표 4-45] 청운답원 미아 영향요인 분석

 

[그림 4-107] 청운답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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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행태
수목과 같은 방해물 없이 오픈된 청운답원의 중앙부에서는 놀이 및 이동 등의 동

적행태가 주로 일어난다. 그리고 청운답원은 면적이 큰 관계로 보호자가 바로 옆에

서 아동의 놀이 활동을 지원해주며 관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물놀이장 

부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곳과 반원형의 데크 영역은 수목으로 인한 그늘 효과 

때문에 텐트가 많이 설치되어지고, 성인 및 아동의 휴식과 같은 정적행태가 많이 

나타난다. 

[그림 4-108] 청운답원 이용자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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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밀도
주변도로를 제외한 청운답원의 면적은 약 10,631m2이며, 전체 이용객수는 총 

128명이다. 일반적인 유희시설 18개와 비교해봤을 때, 시설면적은 평균대비 약 

5.38배로 매우 큰 편이지만, 이용객수는 약 0.56배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평균 보

행밀도 또한 0.012인/m2로 전체시설 평균보다 약 0.09배로 매우 낮다. 가장 보행밀

도가 높은 곳은 물놀이장 부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곳과 반원형의 데크영역으

로써, 1m2당 1~2명이 있었다. 청운답원 내부에서는 이용객들이 적당한 거리를 유

지하며 동적활동을 취하고 있어, 1m2당 0~1명의 대체로 낮은 보행밀도를 보였다. 

[그림 4-109] 청운답원 보행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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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면구성
청운답원은 북서울 꿈의 숲의 중앙부에 위치한 대형 잔디광장으로서 주변 시설

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이곳은 사면이 모두 도로와 인접하고 있지만, 특별

한 출입구 없이 낮은 rope fence에 의해 경계가 다 막혀있다. 따라서 보행자가 청

운답원으로 들어갈 경우, 가볍게 로프를 건너서 지나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한 이렇게 fence가 낮은 상태에서 북측으로 물놀이장 및 미술관과 인접하고 있어, 

잔디밭에서 해당 영역으로 이용객들이 쉽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아 에이전트의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청운답원에서 5m 확장된 영역까지를 경

계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시설에서 이탈한 비율은 0.58로 전체 시설 평균대

비 0.81배이며, 이탈률이 낮은 편이다.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에이전트 
이탈비율

15 13 16 12 0.58

[표 4-46] 청운답원(잔디광장) 미아 에이전트 이탈비율

총 4회 진행한 보행 시뮬레이션의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100%

오픈된 잔디밭의 특성상 시설 내부에서 머무는 에이전트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의 에이전트가 시설의 모든 방향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청운답원 북

측에 위치한 물놀이장의 attraction 요소로 인해 에이전트가 해당 영역으로 많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서측의 오픈된 잔디밭보다는 남측의 테라스와 동측

의 텐트 밀집구역으로 에이전트의 이동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영역으로의 이동이 많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나무 지지대나 테라

스, 텐트 등이 에이전트의 이동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여, 에이전트가 해당영역을 

빨리 이동하지 못하고 맴돌게 되면서 이동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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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 청운답원(잔디광장) 미아 에이전트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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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의 이동빈도(Steps)를 보면, 물놀이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

아가 청운답원에서 물놀이장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고, 이곳에서 발견될 확률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적 노출량(qDVE) 역시, 물놀이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미아가 물놀이장에서 가장 잘 노출되고 그만큼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측의 테라스 부근 역시 시각적 방해물 없이 오픈된 공간

의 특성상 에이전트의 동적 노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북측과 동측의 텐트밀

집구역은 테라스와 비슷한 에이전트 이동빈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텐트가 시각적 

방해물로 작용하여 텐트 사이공간에서의 동적 노출량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미아

가 텐트 사이로 이동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될 확률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4-111] 청운답원(잔디광장) 미아 에이전트 이동빈도(Steps) 및 동적 노출량(qDVE)

  

(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청운답원의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분석 영역의 설정 기준은 청운답원에 있는 

아동을 관측하고 해당 아동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테라스에서 청운답원에 혼자 있는 아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너무 멀리 

있으면 해당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있는 것인지 미아가 된 것인지도 판단하기가 모

호하고, 그런 상황에서 멀리 있는 시민이 굳이 아동을 확인하러 청운답원까지 이동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잔디밭 인근의 도로까지를 청운답원의 분석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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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또한 도로너머로는 청운답원의 아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사

람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 즉 벽으로 간주하였다.

청운답원의 Isovist Area 값 (가시면적의 양)은 16,870.9로 전체 시설 평균대비 

약 1.09배로 평균과 비슷한 편이다. 그리고 I 값 (노출의 용이성) 또한 414.2로 평

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청운답원은 오픈된 잔디밭의 특성상, 중앙부에서 매우 높은 시각적 접근도와 노

출도를 보인다. 하지만 물놀이 및 미술관 부근에 위치한 영역의 경우, 미술관 건물

과 텐트가 시각적 방해물로 작용하여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의 잔디밭에서 놀던 아동이 물놀이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보호자가 아

동을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

[그림 4-112] 청운답원(전다광장)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좌 : Isovist Area, 우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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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설별 미아발생 환경특성 종합
문헌연구 등을 통해 도출한 미아발생 영향요인을 이용객 행태분석과 물리적 환

경분석을 통해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과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종합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3장에서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공원별 전체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은 부산시

민공원이 북서울 꿈의 숲보다 약 1.9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통합하여 

보았을 때는 북서울 꿈의 숲보다 부산시민공원에서 미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시설별로 살펴보면 북서울 꿈에서도 부산시민공원 만큼 미아가 많

이 발생하는 시설들이 있었다. 즉, 부산시민공원에서 전체적으로 미아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해당 공원의 모든 시설에서 미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두 공원 모두 공원 내에서 미아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다. 따라서 5장에서는 미아발생 환경특성 분석 시, 부산시민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의 유희시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측면에서 아동

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은 시설과 낮은 시설을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즉, 아

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은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은 미아발생

을 유도하는 환경적 특성으로 도출하고,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낮은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은 미아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환경특성으로 도출하고

자 한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부산시민공원의 뽀로로 도서관

(0.00321)이다. 그리고 자연체험 놀이터(0.00177), 돔플레이(0.00149), 아트센터

(0.00136), 물놀이마당(0.00118), 미술관(0.00113), 에어바운스(0.00099), 감성발

달 그루터기(0.00074), 청운답원(0.00074) 순으로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

다. 꿈틀이 시소와 동물 유치원, 유아 놀이터는 단 한명의 미아도 발생하지 않았으

며, 미아가 발생한 시설 중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가장 낮은 시설은 북서울 꿈

의 숲의 물놀이장(0.00015)이다. 그리고 볼프라자(0.00019), 미러폰드(0.00019), 

바닥분수(0.00023), 상상 어린이 놀이터(0.00029), 잔디광장(0.00050), 도심백사

장(0.00053), 써클타워(0.00053) 순으로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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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보행밀도 평면구성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공원 유희시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

미아수
(명)

아동수
(명)

전체 이용객수(명)
면적
(m2)

보행
밀도

(인/m2)
오픈
경계
비율

에이
전트
이탈
비율

Isovist Area I

부산 뽀로로
도서관 0.00321 10 65 215 1372 0.157 0.27 0.79 16865.0　404.7

부산 자연체험
놀이터 0.00177 15 177 382 1870 0.204 0.24 0.61 17548.7 422.9

부산 돔플레이 0.00149 6 84 136 1190 0.051 0.12 0.85 12840.6 326.0
북서울 아트센터 앞 0.00136 6 92 217 797 0.272 0.33 0.89 13269.1 346.8
부산 물놀이마당 0.00118 9 159 370 2151 0.172 0.39 0.52 22471.6 516.3

북서울 미술관 앞 0.00113 4 74 154 1417 0.109 0.27 0.87 12311.5 330.0
부산 에어바운스 0.00099 5 105 194 1151 0.169 0.00 0.55 12231.9 328.7
부산 감성발달

그루터기 0.00074 2 56 106 808 0.131 0.35 0.77 16072.3 395.7
북서울 청운답원

(잔디광장) 0.00074 2 56 128 10631 0.012 1.00 0.64 16870.9 414.2
부산 써클타워 0.00053 2 79 151 2481 0.061 0.02 0.06 14048.3 358.5
부산 도심백사장 0.00053 3 119 287 4097 0.070 0.47 0.30 21281.3 497.2
부산 잔디광장 0.00050 2 83 268 39604 0.007 0.05 0.47 5637.3 253.4

북서울 상상놀이터 0.00029 3 219 413 2530 0.163 0.36 0.61 8548.4 265.6
북서울 바닥분수 0.00023 1 89 155 1478 0.105 1.00 0.73 19630 464.9
북서울 미러폰드 0.00019 2 214 380 3005 0.126 0.59 0.55 16546.2 412.6
북서울 볼프라자 0.00019 2 222 445 6297 0.071 0.10 0.10 5637.3 253.4
북서울 물놀이장 0.00015 1 137 230 1629 0.141 0.51 0.53 15731.9 396.1
부산 꿈틀이 시소 0.00000 0 104 183 1727 0.106 0.41 0.41 18083.7 436.0
부산 동물 유치원 0.00000 0 31 78 966 0.081 0.31 0.62 22311.9 503.2

북서울 유아 놀이터 0.00000 0 24 43 984 0.044 0.20 0.53 12628 401.6
평균 (20개 시설) 0.00076 3.8 109.5 226.8 4290.5 0.116 0.35 0.68 15370.8 390.7

[표 5-1] 시설별 미아 발생 및 방지 영향요인 종합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한 대규모 공원의 미아발생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210

5.2. 시설별 미아발생 환경특성 비교분석

5.2.1. 시설별 미아발생 환경특성 리스트업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은 시설과 낮은 시설의 비교 시, 영향요인 별로 좀 

더 객관적인 기준에서 분석하기 위해 다음 [표 5-2]와 같이 비교분석 리스트를 작

성하였다. 리스트는 먼저 미아 영향요인 별로 항목을 구분한 뒤, 20개의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설정하였다. 

행태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아동 연령 및 행태, 보호자의 행태가 있으며, 해당 시

설에서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와 행태에 따라 미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

고자 한다. 보행밀도와 관련된 영향요인으로는 전체 이용객수, 면적, 평균 및 최대 

보행밀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수치를 파악하고

자 한다. 또한 미아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용객수에 따른 적정 면적이 어느 정

도인지 그리고 보행밀도는 어느 기준까지 조절해야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평

면구성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시설 경계의 오픈된 정도와 출입구 수 및 위치, 도로

와의 연결, 병목구간 유무이며, 에이전트의 이동 경로를 통해 해당 시설에서 미아

가 이동 가능한 경로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는 Isovist 

Area값과 I값을 통해 시설의 평균적인 수치를 비교하고자 하며, 전체 영역뿐만 아

니라 보호자의 휴식공간과 놀이공간, 출입구에서의 가시성 및 노출 가능 정도를 함

께 파악하고자 한다.

미아가 많은 시설과 적은 시설을 나누는 기준은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의 평균

값인 0.00076을 기준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

은 시설은 뽀로로 도서관(0.00321)과 청운답원(0.00074)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시

설이며,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낮은 시설은 써클타워(0.00053)와 유아 놀이

터(0.0)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시설이다.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시, 미아가 많은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요소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미아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시, 미아가 적은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요소

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미아수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요소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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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발생 영향요인 세부 항목
부산 부산 부산 북서울 부산 북서울 부산 부산 북서울

총뽀로로도서관 자연체험 돔플레이 아트센터 물놀이마당 미술관 에어바운스 감성발달 청운답원

이용자
행태

아동 연령 유아 (만3세~만6세) ● 1
유아~학령기 (만3세~만12세) ● ● ● ● ● ● ● ● 8

아동 행태 아동의 동적행태가 주로 일어나는가? ● ● ● ● ● ● ● 7
아동의 정적행태가 주로 일어나는가? ● ● 2

보호자 행태 보호자가 아동 주위에서 놀이를 관찰하는가? ● ● ● ● 4
보호자가 시설 내외부의 휴식공간에서 관찰하는가? ● ● ● ● ● ● ● ● 8

보행
밀도

이용객수
50명 이하 0
100명 이하 0
200명 이하 ● ● ● ● ● 5
300명 이하 ● ● 2
300명 초과 ● ● 2

면적
1,000m2 이하 ● ● 2
2,000m2 이하 ● ● ● ● ● 5
3,000m2 이하 ● 1
3,000m2 초과 ● 1

평균 보행밀도
0.1인/m2 이하 ● 1
0.2인/m2 이하 ● ● ● ● ● ● 6
0.2인/m2 초과 ● ● 2

최대 보행밀도

1인/m2 0
2인/m2 ● 1
3인/m2 ● ● ● ● 4
4인/m2 ● ● ● ● 4

평면
구성

fence 출입구를 닫는 경우 완전히 폐쇄적인 구조인가? ● 1
1/4이하로 오픈되어 있는가? ● ● 2

[표 5-2]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은 시설별 미아발생 영향요인 비교분석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한 대규모 공원의 미아발생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212

(오픈경계비율)
1/4이상이 오픈되어 있는가? ● ● ● ● 4
2/4이상이 오픈되어 있는가? ● 1
3/4이상이 오픈되어 있는가? ● 1

출입구
출입구가 하나인가? ● 1
다수의 출입구가 한면에 있는가? ● 1
다수의 출입구가 두 면에 있는가? ● ● 2
다수의 출입구가 세 면에 있는가? ● 1
다수의 출입구가 네 면에 다 있는가? ● ● ● ● 4

도로와의 연결 출입구가 큰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가? ● ● ● ● ● ● ● ● ● 9
화단, 썬큰구조 등에 의해 큰 도로와 분리되어 있는가? 0

병목 좁은 출입구나 fence등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가? ● ● 2
에이전트 이동경로 

시설 내에서 주로 이동 ● ● ● ● 4
주변 유희시설로의 이동 ● ● ● ● ● ● ● ● 8
큰 길 따라 이동 ● ● ● ● ● ● ● ● 8
넓은 공간으로의 이동 ● ● ● ● 4
공원 이탈 (주변의 공원 출입구까지 이동) ● ● ● 3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시각적 접근도

시설 Isovist Area 값 평균 10,000 이하 0
시설 Isovist Area 값 평균 20,000 이하 ● ● ● ● ● ● ● ● 7
시설 Isovist Area 값 평균 20,000 초과 ● 1
시설내부(놀이공간)의 가시성이 높은가? ● ● ● 3
휴식공간의 가시성이 높은가? ● ● ● 3

시각적 노출도

시설 I 값 평균 300 이하 0
시설 I 값 평균 400 이하 ● ● ● ● ● 5
시설 I 값 평균 500 이하 ● ● ● 3
시설 I 값 평균 500 초과 ● 1
시설내부(놀이공간)가 잘 노출되어 지는가? ● ● ● 3
출입구가 잘 노출되어 지는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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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방지 
영향요인 세부 항목

부산 부산 부산 북서울북서울북서울북서울북서울 부산 부산 북서울
총써클

타워
도심

백사장
잔디
광장

상상
놀이터

바닥
분수

미러
폰드

볼
프라자물놀이장

꿈틀이
시소

동물
유치원

유아
놀이터

이용자
행태

아동 연령 유아 (만3세~만6세) ● ● ● 3
유아~학령기 (만3세~만12세) ● ● ● ● ● ● ● ● 8

아동 행태 아동의 동적행태가 주로 일어나는가? ● ● ● ● ● ● ● ● ● 9
아동의 정적행태가 주로 일어나는가? ● ● 2

보호자 행태 보호자가 아동 주위에서 놀이를 관찰하는가? ● ● ● ● ● ● 6
보호자가 시설 내외부의 휴식공간에서 관찰하는가? ● ● ● ● ● ● ● ● ● 9

보행
밀도

이용객수

50명 이하 ● 1
100명 이하 ● 1
200명 이하 ● ● ● 3
300명 이하 ● ● ● 3
300명 초과 ● ● ● 3

면적
1,000m2 이하 ● ● 2
2,000m2 이하 ● ● ● 3
3,000m2 이하 ● ● 2
3,000m2 초과 ● ● ● ● 4

평균 보행밀도
0.1인/m2 이하 ● ● ● ● ● ● 6
0.2인/m2 이하 ● ● ● ● ● 5
0.2인/m2 초과 0

최대 보행밀도

1인/m2 0
2인/m2 ● ● 2
3인/m2 ● ● ● ● ● ● ● ● ● 9
4인/m2 0

평면
구성 fence 출입구를 닫는 경우 완전히 폐쇄적인 구조인가? 0

1/4이하로 오픈되어 있는가? ● ● ● ● 4

[표 5-3]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낮은 시설별 미아발생 영향요인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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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상이 오픈되어 있는가? ● ● ● 3
2/4이상이 오픈되어 있는가? ● ● 2
3/4이상이 오픈되어 있는가? ● 1

출입구
출입구가 하나인가? ● 1
다수의 출입구가 한면에 있는가? ● 1
다수의 출입구가 두 면에 있는가? ● ● ● ● 4
다수의 출입구가 세 면에 있는가? ● 1
다수의 출입구가 네 면에 다 있는가? ● ● ● ● 4

도로와의 연결 출입구가 큰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가? ● ● ● ● ● ● ● ● ● 9
화단, 썬큰구조 등에 의해 큰도로와 분리되어 있는가? ● ● ● 3

병목 좁은 출입구나 fence등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가? 0
에이전트 이동경로 

시설 내에서 주로 이동 ● ● ● ● ● ● ● ● ● ● 10
주변 유희시설로의 이동 ● ● ● ● ● ● ● ● ● ● 10
큰 길 따라 이동 ● ● ● ● ● 5
넓은 공간으로의 이동 ● ● ● ● ● ● ● 7
공원 이탈 (주변의 공원 출입구까지 이동) ● ● ● ● ● ● 6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시각적 접근도

시설 Isovist Area 값 평균 10,000 이하 ● ● ● 3
시설 Isovist Area 값 평균 20,000 이하 ● ● ● ● ● ● 5
시설 Isovist Area 값 평균 20,000 초과 ● ● 2
시설내부(놀이공간)의 가시성이 높은가? ● ● ● ● ● 5
휴식공간의 가시성이 높은가? ● ● ● ● 4

시각적 노출도

시설 I 값 평균 300 이하 ● ● ● 3
시설 I 값 평균 400 이하 ● ● 2
시설 I 값 평균 500 이하 ● ● ● ● ● 5
시설 I 값 평균 500 초과 ● 1
시설내부(놀이공간)가 잘 노출되어 지는가? ● ● ● ● ● ● ● 7
출입구가 잘 노출되어 지는가? ● ●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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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미아발생 환경특성
(1) 이용자 행태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유희시설이 유아에서부터 학령기 

아동까지 다양하게 수용하였다. 이는 부산시민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이 대규모 공

원에 속함에 따라 유희시설의 규모와 놀이기구 또한 전반적으로 크고 다양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영유아를 위한 특정 유희시설을 빼고는 대부분의 유희시설에서 다

양한 연령층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다.

아트센터와 미술관처럼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희시

설에서 동적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도심 백사장과 유아 놀이터처럼 미아수 비율이 

낮은 시설 중에서 정적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해당 시설에서 미아수가 적은 이유

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동의 주된 행태가 정적행태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부분의 유희시설에서 보호자가 시설 내외부의 휴식공간에서 아동을 관찰

한다. 하지만 감성발달 그루터기와 꿈틀이 시소, 동물 유치원, 유아 놀이터 같은 경

우에는 영유아가 주로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바로 옆에서 아동의 놀이 

활동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물리적 특성보다는 사용자의 

행태적 특성 때문에 미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2) 보행밀도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은 시설의 경우, 이용객수가 101~200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201~300명인 경우도 있었다. 면적은 너무 작거나 큰 경우보다는 

1,001~2,000m2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평균 보행밀도는 0.1~0.2인/m2, 최

대 보행밀도는 3~4인/m2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낮은 시설의 경우, 특정 이용객수로 수렴하기 

보다는 시설별로 이용객수가 다양하였다. 그리고 면적 또한 3,000m2 초과인 경우

가 가장 많긴 했지만, 시설별로 해당하는 면적 범위 또한 다양하였다. 하지만 보행

밀도의 경우 평균 0.1~0.2인/m2와 최대 2~3인/m2인으로 일관된 수준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용객수가 많은 곳에서 미아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면적이 동일하다고 가장할 때, 이용객이 많을수록 사람에 의

해 아동이 가려지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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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보호자가 아동을 놓칠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면적이라는 변수와 미아발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우선, 면적이 작을수록 보호자가 감시할 영역이 작아짐에 따라 아동을 관찰하

기가 용이해진다는 측면에서 미아방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

설의 면적이 이용객수 대비 과도하게 작을 경우, 오히려 시설의 혼잡함이 더 가중

될 우려가 있고 미아발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면적이 클 경우, 보호자가 감시할 

영역이 커짐에 따라 아동을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람들이 분산됨에 따라 혼잡도가 낮아지고 이는 오히려 보호자가 아동관찰을 하

는데 용이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면적이 크면 다른 시설의 시각적인 자극 요

소로부터 거리가 생김으로써 아동의 시설 이탈확률이 감소하며 미아방지에 긍정적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미아 발생은 시설의 이용객수와 면적 각각의 요인보다

는 두 변수 간의 상호관계에 따른 보행밀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면적 산정시, 예상 이용객수를 고려하

여 평균 보행밀도를 0.1인/m2이하로 조절함으로써 미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평면구성
시설 경계의 오픈된 비율을 비교해보면, 비율이 1/4이하인 시설에서 미아가 적었

고, 1/4~2/4인 사이의 시설에서 미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아수와 상관없이 시설별로 오픈경계비율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출입

구 또한 미아수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다수의 출입구가 한 면에 있는 경우가 많았

다. 즉, 다른 요인에 비해서 시설의 폐쇄성 정도와 출입구의 위치는 미아 발생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아동이 

매력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시설을 이탈하고자 할 때, fence가 있으면 바로는 못나

가지만 결국 fence를 우회하여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아동이 우회로를 선

택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의 시설 이탈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고, 그 순간에 보호자

나 타인에 의해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의 오픈-폐쇄정도가 경우에 따라

서는 미아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목현상을 유발하

지 않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선에서 fence나 화단, 수목 등으로 경계를 형성해

주는 것은 미아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유희시설과 도로와의 연결방법이 미아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고 사료된다. 대부분의 유희시설이 접근의 편의성을 위해 큰 도로에 인접하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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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낮은 볼프라자와 도심 백사장의 경

우 썬큰구조 형식으로 큰 도로와 공간적인 분리를 이루고 있다. 즉, 유희시설의 지

면과 이동공간인 데크의 지면 사이에서 아동 키 이상의 단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데크에 앉아서 아동을 관찰하기 용이하고, 아동은 다른 시각적인 자극요

소에 의해 시설을 이탈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fence나 좁은 출입구에 의한 병목현상이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

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가장 높은 뽀로로 도서관은 정면에 캐릭터 조형물

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곳이 화단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 잔디로 향하는 길목에 위

치하고 있어 매우 높은 보행밀도를 보인다. 또한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은 

에어바운스도 오픈경계비율이 0.03으로 폭이 1.5m인 출입구 하나만 존재한다. 그

리고 시설 운영 특성 상, 약 10분 주기로 아동의 출입 및 퇴장이 동시에 이루어지

기 때문에 출입구 부근에서 병목현상에 의해 굉장히 높은 보행밀도가 발생한다. 이

러한 폐쇄적인 구조에 의한 병목현상도 미아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에어바운스의 경우, 출입구를 오픈된 경계로 간주하면 오픈경계비율이 

0.03이지만, 시설이 운영되는 10분간은 출입문을 닫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적인 구

조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폐쇄적인 구조는 미아가 잘 발생하지 않

을 것이라는 보호자의 안전 불감증을 유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잠시 자리

를 비우는 사이 아동이 놀이 후에 시설을 나오게 되면서 미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시설 주변의 또 다른 유희시설은 아동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아동 

이탈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미아 에이전트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20개의 시

설 중에서 주위에 유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뽀로로 도서관과 물놀이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서 모두 주위 유희시설로 에이전트가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

로 북서울 꿈의 숲의 아트센터와 미술관은 유희시설이 아니고 유희시설 인근의 휴

식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는 아트센터와 

미술관에서 휴식을 취하는 아동이 주변의 미러폰드와 물놀이장 등의 매력 요소에 

이끌려 시설을 이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원 출입구 근처에 유희

시설이 위치한 경우, 미아가 공원 출입구를 통해 완전히 공원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원 계획시 유희시설 배치를 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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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은 시설들의 평균 Isovist Area 값은 일반적으로 

10,001~20,000 사이이며, I 값의 평균은 301~400 사이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

설에서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의 가시성과 노출도가 떨어졌고, 출입구 또한 잘 노출

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시설들이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

을 의미하며, 아동이 시설을 이탈하는 모습도 잘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낮은 시설들의 평균 Isovist Area 값 또한 대게 

10,001~20,000 사이이며, I 값의 평균은 401~500 사이로 나왔다. 그리고 대부

분의 시설에서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의 가시성과 노출도가 높았고, 출입구 또한 잘 

노출되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당 시설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 

용이하고, 아동 또한 시설을 이탈하더라도 보호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잘 발견되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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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결
5장에서는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미아발생 영향요인의 

분석 결과들을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은 시설과 낮은 시설로 구분하여 비교

함으로써 해당 요인들이 미아 발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미아 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용자 행태, 보행밀도, 평면구성, 시각적 접근도 및 

노출도 등이 있다. 

행태 중에서는 정적행태보다 동적행태가 더 미아발생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아에서부터 학령기 아동까지 다양하게 수용하는 유희시설보다, 유아를 대

상으로 한 유희시설에서 거의 미아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보호자가 시설 내외부

의 휴식공간에서 아동을 관찰하기 보다는, 아동의 바로 옆에서 놀이 활동을 지원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우는 물리적 특성보다는 사용자의 행태적 

특성 때문에 미아가 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연령이나 놀

이 행태의 경우 물리적 환경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미아를 방

지하기 어렵다.

미아 발생에는 시설의 이용객수나 면적보다는 보행밀도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

다. 대체로 이용객수가 많은 곳에서 미아발생이 많았지만, 면적의 경우 미아발생과

의 관계가 항상 일관된다고 볼 수 없다. 면적이 작을 경우, 보호자가 감시할 영역이 

작다는 측면에서는 아동관찰이 용이하지만, 보행밀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

면에서는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면적이 클 경우, 보호자가 감시할 

영역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아동관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만, 보행밀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아동관찰에 용이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면적이 크면 다른 시설의 시각적인 자극 요소로부터 거리가 생김으로써 아동의 시

설 이탈확률이 감소하며 미아방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분석결과, 이용

객수가 많거나 면적이 작더라도 평균 보행밀도가 0.1인/m2이하이거나, 최대 보행

밀도가 2인/m2이하인 경우에는 미아발생률이 낮았다. 

시설의 경계성의 경우, 오픈된 영역이 적을수록 미아 발생을 감소시킬 확률도 높

지만, 극심하게 폐쇄적인 구조는 오히려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 불

감증을 제공하여 미아발생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시설의 폐쇄정도나 출입

구의 위치보다는 도로와의 연결방법이 미아 발생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유희시설이 도로에 직접 연결되기 보다는 화단의 가림막이나 썬큰구조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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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른 흥미요소로부터 아동의 시야를 차단시킴으로써 아동의 시설이탈률을 감소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유희시설 휴식공간의 가시성이 높고 놀이공간의 노출도가 높을 경우, 보

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 용이하고 아동 또한 노는 모습이 잘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출입구가 잘 노출되어지면 아동이 시설을 이탈하더라도 보호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잘 노출되어질 수 있다.



제 6 장  결  론

6.1 연구의 종합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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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의 종합
매해 많은 수의 미아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48시간 내에 발견되기 때문에 

유괴나 장기실종보다 미아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미

아의 발생원인도 단순 보호자의 관리소홀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미아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아 발생 원인으로 비단 보호

자와 관리자의 보호관찰 소홀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원인도 함께 제기되

고 있다. 즉,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시설의 출입구, 평면구성, 시각적 접근성 등 

물리적 환경 또한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미아발생

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미아발생을 유도하

는 환경적 특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시뮬레이션과 공간분석 등 정량적인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미

아와 물리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대규모 공원에서 미아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미아 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보행밀도, 평면구성, 시각적 접근도 및 노

출도 등을 도출하였고, 분석틀을 함께 구축하였다.

3장에서는 데이터 구축을 위해 이용자 행태조사 등과 같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용자 행태조사 결과, 부산시민공원의 이용객이 북서울 꿈의 숲 이용객 보다 

약 2.1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이용객 분

포도를 GIS로 분석한 결과, 두 공원 모두 유희시설에서 가장 높은 보행밀도를 보였

다. 이곳에서 아동의 놀이 활동과 성인의 아동 놀이지원 및 관찰 행태가 나타났다. 

또한 미아기록대장과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공원 장소별 미아현황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장소별 미아수 비교 시,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을 활용하였

으며, 해당 지표는 ‘미아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높은 상관관계(R값 0.824, R2

값 0.680)를 보였다. 공원별 전체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은 각 현장조사 날을 기

준으로 지표화 하였으며, 부산시민공원이 북서울 꿈의 숲보다 약 1.9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북서울 꿈의 숲보다 부산시민공원에서 미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곳 모두 공원 내에서 각각 미아가 많

이 발생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동적 시각분석(DVA)모델을 활용하여 보행시뮬레이션과 공원 시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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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한 미아발생 영향

요인을 기준으로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은 시설과 낮은 시설을 비교함으로써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적 특성을 도출하였고,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동적행태가 주로 일어나는 환경

모래사장 등과 같이 정적행태가 많이 나타나는 환경에서 보다는, 대규모 조합놀

이시설과 물놀이장 등과 같이 아동의 동적행태가 활발히 일어나는 환경에서 미아

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동적행태가 아동의 활발한 움직임 및 이동 등을 수반

하고 있어, 보호자가 아동관찰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아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적행태만 가능한 시설을 제공할 수는 없다. 따라

서 다양한 유희시설을 제공하되, 동적행태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은 아동 관찰이 용

이하도록 보행밀도를 낮게 조절하거나 썬큰구조 등을 통해 가시성을 향상시킴으로

써 미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보행밀도가 높은 혼잡한 환경

미아 발생에는 시설의 이용객수나 면적보다는 두 변수의 상호관계에 의한 보행

밀도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 평균 보행밀도가 0.2인/m2이하이거나, 

최대 보행밀도가 4인/m2이하인 경우에 미아발생률이 높았다. 즉, 보행밀도가 높아 

혼잡한 환경일수록 사람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보호

자가 아동을 관찰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놓칠 가능성 또한 높아

지기 때문에 혼잡한 환경일수록 미아발생이 유도된다. 따라서 위치상 통행량이 많

을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는 공원 계획 시, 시설의 면적을 크게 하는 식으로 보행밀

도를 조절함으로써 미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극심하게 폐쇄적인 구조

시설의 경계성의 경우, 오픈된 영역이 적을수록 미아가 발생할 확률도 낮지만, 

극심하게 폐쇄적인 구조는 오히려 출입구에서 병목현상을 유발하여 미아발생을 유

도할 수도 있다. 즉,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출입구에서의 보행밀도가 높아짐에 따

라 아동이 출입구를 통해 시설을 이탈하게 되더라도 보행자들에게 가려짐으로써 

보호자나 타인에게 잘 노출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아동의 시설이탈을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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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출입구의 폭을 넓게 하거나 출입구를 분리시킴으로써 

이용객을 분산시키고 보행밀도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폐쇄적인 구조는 미아가 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자의 안전 불감증

을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미아발생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간계획 시, 평

면구성이 보호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해

야 한다고 생각된다.

(4) 유희시설이 인접하여 배치된 평면구성  

시설 주변의 또 다른 유희시설은 아동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아동 시설

이탈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공원계획 시, 접근의 편리성을 위해 유희

시설을 인접하여 배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시선을 돌린 사이, 아동이 인근 유희시설로 이동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 공원계획 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아동의 시설이탈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환경조성방안이 필요하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유희시설이 인접하여 배치된 시설에서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이 높았고, 미아 에이전트의 시설 이탈 비율 또한 높았다. 하지만 유희

시설을 도로에 직접 연결하기 보다는 화단의 가림막이나 썬큰구조 등을 통해 다른 

흥미요소로부터 아동의 시야를 차단시킨 경우에는 아동의 시설이탈률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화단이나 썬큰구조 등과 같은 시설의 평면구성을 통해 다른 흥미

요소로부터 아동의 시야를 차단시킴으로써 아동의 시설이탈률 및 미아발생률을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아동관찰이 힘든 환경

유희시설 휴식공간의 시각적 접근도가 낮거나, 놀이공간 또는 출입구에서의 시각

적 노출도가 낮은 경우에 미아 발생이 많았다. 유희시설 휴식공간의 가시성이 높고 

놀이공간의 노출도가 높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 용이하고 아동 또한 노

는 모습이 잘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출입구가 잘 노출되어지면 아동이 시설을 이탈

하더라도 보호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잘 노출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희시설 공간 

계획 시, 놀이기구나, 파고라, 표지판 등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미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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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미아발생 유도환경을 도출하였고, 그에 따라 미아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방향 또한 함께 고찰해 보았다. 해당 연구를 통해서 시사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물리적 환경이 다양한 측면에서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쳤

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특성 하나의 요인

에 의해서만 미아가 발생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즉,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이

용자 행태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요인에 의해서도 미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

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아 발생을 유도했을 수도 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서 제언할 수 있는 바는 미아가 기존의 통설처럼 사회적 요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공원 전체보다는 지엽적인 유희시설의 환경특성이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미아가 넒은 범위에 걸쳐 일

어나지 않고, 국지적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아의 이동

거리가 넓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도 사료된다. 이는 다시 말해, 대규모 공원 설계 

시, 전체를 다 고려하지 않고 유희시설의 지엽적인 부분만을 잘 계획하여도 미아발

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고찰한 미아발생 최소화 방

향은 공원 설계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 중인 시설에서도 물리적인 환경

의 개선을 통해 미아를 방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통해 공원 내 유희시설의 환경조성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미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추후 미아를 처음부터 방지시

켜줄 수 있는 “미아방지 환경설계”를 제안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미아방지 설계방안이 제도화 되어 실용화 된다면, 보호자나 관리자는 아동을 

좀 더 쉽게 감시하고 아동은 좀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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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실종관련 연구는 주로 실종아동 전반적인 제도나 장

기실종아동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미아 관련 연구는 주로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미아 찾기와 같은 사후대처방안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보행시뮬레이션과 공간분석 등 정량적인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을 최초로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아발생 환경특성들은 추후 미아방지 사전대책 제도로 활용가능

한 대규모 공원에서의 미아방지 환경조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을 대규모 공원 두 곳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기 때문에, 

미아발생을 유도하는 환경적 특성에 대하여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아 현황 데이터의 경우, 공원에서 제공하는 미아기록대장을 기준으로 분석

한 것으로써, 미아가 발생한 장소 또는 발견된 장소만 알 수 있고 미아가 정확하게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어떤 경로를 거쳐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

이터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들은 추후 국한적이었던 연구범위를 넓

히고, 아동 관찰과 GPS 위치정보, 보호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좀 더 정확하고 세밀

한 미아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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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occurrence of lost children in large-scale parks through 

analys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ccurrence of lost children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urveys, the environmental factors which cause children to be lost 

were derived, i.e. pedestrian density, plan composition, visual access and 

visual exposure. Second, surveys were conducted to build data about user 

behavior and lost children in parks. Behavior maps of park users was 

created through field surveys and pedestrian density was analyzed by GIS 

analysis. In addition, lost child data for each facility in the parks was 

constructed through a record book of lost children and interviews with park 

officials. Third, the visu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each amusement 

facility were analyzed through a Dynamic Visual Analysis (DVA) model. 

Final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ccurrence of lost children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was analysed based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occurrence of lost children are as follows.

(1) Environments in which dynamic behavior of children mainly occurs

Children get lost in environments where dynamic behavior mainly occurs 

such as playgrounds and pools rather than environments where static 

behavior occurs such as a sand playground. Because dynamic behavior of 

children involves active movement, it makes it difficult for guardians to 

observe them.

(2) Congested environment with a high pedestrian density

In occurring lost children, pedestrian density was a more influential than 

the actual number of people or scale of the facility.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pedestrian density, the more likely it is that children are blocked 

from view by other people, making it difficult for guardians to observe 

children. Accordingly, the possibility for a guardian to lose a child increases 

in a congested environment. 

(3) An extremely closed structure

The less open an area is at the boundary, the lower the probability for a 

child to get lost. However, an extremely closed structure may cause 

bottlenecks at the entrance, which may cause children to become lost. In 

addition, a closed structure may induce ‘safety ignorance’ in guardians who 

assume that a child may not easily get lost in such a space.

(4) A plan composition in which amusement facilities are placed adjacent 

to each other

The proximity of another, close by amusement facility may serve as a 

fascination factor to children, and therefore is a major reason why children 

get lost. However, children's rate of breakeaway from the facility was found 

to be lower when the child's view of other fascinating factors was blocked 



by a high fence or sunken structure, compared to when the facility was 

directly connected to the road.

(5) Environments in which child observation is difficult

There was a high occurrence of lost children when visibility was low at 

rest areas or the visual exposure was low at play areas or entrances. When 

the visibility of a rest area and the exposure of a play area are high, a 

guardian can easily observe their child and the child is well exposed. Also, 

if the entrance is well exposed, children can be exposed to guardians or 

others even if they try to leave the facility.

Until now, most of the studies on lost children in Korea have mainly 

focused on searching for lost child with smart devices. However, these 

studies are coping methods for after a child becomes lost.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hich influence the occurrence of lost children using quantitative analysis 

tools such as pedestrian simulation and spatial analysis. Also,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hich influence the occurrence of lost 

children that are derived in this study may be used to suggest measures to 

help prevent children from getting lost in large-scale parks in the future.

Keywords : Lost Child, Missing Child, Park, Environmental Characteristic, 

Occurrence of Lost Child, Prevention of Lost Child, Pedestrian Simulation, 

Dynamic Visu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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