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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과 같은 공간분석 기법은 도시와 건축 공간구조 내에
서 ‘공간배치’의 속성만으로 공간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로 ‘공간분석이
론’이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공간분
석기법의 이론은 가로의 연결 각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 즉 공간 네트워크 연결 관
계에서의 가중치가 반영이 안 되어 세밀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간분석기법에서 공간의 네트워크 연결 관계에 가중치를 반영하
여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가중치 이론이 도입되었다. 공간분석기법에 가중
치로 고려되는 요인으로 각도(angle)와 거리(distance)가 대표적이다. ‘각도’와 ‘거
리’를 이용한 공간분석기법은 결국 건조환경의 물리적 공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
는 것으로 그 이외의 기타 공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려의 필요
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존 공간분석이론에서 다루는 공간 깊이(depth)나 공간의 연결 각
(angular)은 2차원 평면 공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의 연결
관계를 갖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이동성 분석을 통한 보행량을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다층의 연결 구조를 갖는 전체 공간시스템에서 개별공간이 갖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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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구분이 어려운 면이 상존했다. 이에 따라 3차원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의
공간구조 내 위상배치를 정량화하는 공간분석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기존 공간분석이론은 3차원 공간의 전체 네트워크 내
에서 개별공간이 갖는 이동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3차원 공간 네트워크 관련
연구들도 연구자의 임의적 설정에 의한 가중치가 적용되거나, 수직 공간과 수평 공
간의 이동성 평가 단위가 상이하여 3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정량적 이동성의 객관
화된 모형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공간의 내재적 연결속성을 평
가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공간 내 보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심화 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기존 연구를 심화시킨 모델로서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공간분석을 위해 공간연결구조에 따라 소
모되는 보행에너지를 측정하고, 공간 내에서 임의보행 시 소모되는 보행에너지양
에 따라 보행량을 예측하여 공간 간 위상 비교분석이 가능한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 모델을 제시했다.

분석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실제 통행량
과 기존 공간분석 모델을 비교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석 모델의 활용 가능
성을 살펴보았다. 실제 건물에 대한 통행량 조사를 비교 검증한 결과, 공간별 통행
량에 대한 시각화 분석결과는 실제 공간이용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 모델이 다층 공간분석에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상관관계 분석과 단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실제
통행량에 대해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모델의 보행량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상의 2
차원 공간 네트워크와 3차원 공간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에서 두 개 평면의 공간 네트워크 내 공간 간의 이동
성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어려웠으나,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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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는 두 개 평면의 공간 네트워크 내 공간 간의 이동성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보행에너지 가중 ERAM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도시 가로 네트워크나
동일층의 평면 공간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간분석 모델에 비해 보행 예측 설명력이
높은 분석 모델을 제시했으며, 기존 동일 층상의 공간분석 방법론을 확장하여 수직
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 구조도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가 있다. 본 연구는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공간의 보행 예측을 통
해 공간배치 최적화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을 사료된다.

주요어 : 공간분석, 공간구문론, ERAM,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보행에너지, 가중치, 보행량
학 번 : 2008-3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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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공간분석’이란 ‘공간구조(space structure)’를 분석하는 것으로, 도시 가로와 건
축환경에서 공간구조는 ‘공간배치’의 형태적 구조를 의미한다. 도시 가로와 건축과
같은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에서 ‘공간배치’가 주목을 받는 것은 건조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조정하거나 통제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이다(Hillier & Hanson, 1894: 조형규, 2006). 이러한 맥락에서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과 같은 공간분석 기법은 도시와 건축 공간구조 내에서 ‘공간배치’의
속성만으로 공간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로 ‘공간분석이론’이 학문으로 자
리 잡을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공간분석이론은 건축·도시의 물리적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에 의해 형성
된 공간을 추상화시킨 그래프에서 각 공간의 상대적 위상 관계로부터 이동성을 정
량화하는 공간분석기법이다. 공간분석이론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안에 내재 된 사회적 현상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객관화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둔다. 공간분석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힐리어 외
(1984)가 물리적 공간구조(space structure)와 사회구조(social structure)가 상호
작용한다는 이론적 배경에서 유래되었다. 공간구문론은 물리적 건조 환경에서 추
상화된 공간 그래프(graph)에 최단 경로에 따른 중앙성(centrality) 평가지표를 도
입시켜 각 공간의 이동성을 정량화하는 공간분석기법이다.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이 제안된 이후 건축·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 유효성이 검증되었다. 이와
관련한

공간분석기법에

대한

연구로

가시성

그래프

분석(Visibility Graph

Analysis), ERAM(Eigenvector Ratio of Adjacency Matrix)1) 등이 개발되었다. 공
간구문론과 ERAM 모델은 공간구조, 즉 공간의 배치 형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으로 공간을 균일하게 설정하고 공간의 연결구조 등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공간배치의 속성만으로 보행량 예측 등의 공간이용 패턴 예측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자체 이론만으로는 가로의 연결 각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 즉 공간 네트워크 연
결 관계에서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간분석기법에서 공간의 네트워크 연결 관계에 가중치를 반영하

1) 최재필 외l(2005)가 제안한 ERAM 모델은 인접행렬의 고유벡터비에 의해 일정하게 수렴되는 값으로 공간 네
트워크내 모든 경로에 무 한번 이동할 경우 각 경로에 도달할 확률을 구하는 공간분석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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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가중치 이론이 도입되었다. 공간분석기법에 가중
치로 고려되는 요인으로 각도(angle)와 거리(distance)가 대표적이다. 각도와 거리
는 인간이 물리적 공간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동성에 상응한 영향력을 수치화하여 가중치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분석기법은 결국 건조환경의 물리적 공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이외의 기타 공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려의 필
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존 공간분석이론에서 다루는 공간 깊이
(depth)나 공간 인접 각(angular)은 2차원 평면 공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의 연결 관계를 갖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이동성 분석을 통한
보행량을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간구조의 분석이 전체 공간에서 개별
단위 공간의 위상배치 속성을 계량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간분석기법은 동일 평
면상의 공간 네트워크 내 공간 간 위상 구분이 가능하나, 그 밖의 평면상의 공간
네트워크 내의 공간들에 대해서는 위상 비교가 어렵다. 다시 말해, 다층의 연결 관
계를 갖는 건축 공간 환경에 대해 기존 공간분석기법은 개별 층별로 동일 평면상의
공간 간 위상 구분이 가능하나, 전체 공간시스템에서의 개별공간이 갖는 위상배치
를 정량화하여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상존했다.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 관련 기존 연구는 엘리베이터, 계단, 에스컬레이터의
가중치를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하거나, 설치 대수를 이동 부하 수로 설정하여 이동
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평 공간과 수직 공간의 이동성 평가 척도로 상이하여 이
동성 분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의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들의 연결 관계를 갖는 공간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심화 된 공간분석 방법
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기존 공간분석 이론은 공간 깊이(도시 가로 축선이 교차점의 수)와 공간 인접 각
과 같은 물리적 공간구조의 위상학적 관계에 의해 보행량을 예측하여 공간 간 위상
을 비교 분석해 왔다. 공간 내 이동성에 대한 정량화는 물리적 건조환경 요인으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인간의 이동성을 직접 정량화할 수도 있다. 인간의 보행
활동 측면에서 공간 깊이와 공간 인접 각은 방향전환과 방향전환 각의 보행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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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게 되며, 공간 깊이와 공간 인접 각과 같은 물리적 공간구조에 의해 나타
나는 방향전환 횟수와 방향전환 각은 인간이 보행 이동 시 체감하고, 소모하는 심
리적 이동성 비용으로 2차원 동일 평면 내의 도시공간이나 공간들의 보행량을 예
측하는데 적합하다. 결국, 도시ㆍ건축 공간 네트워크에서 출발 노드에서 도착 노드
까지 보행 이동 시 방향전환 횟수와 각도에 따라 체감하는 이동성이 달라지며, 이
로 인해 공간 네트워크별로 경로선택에 따른 보행량이 달라진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행자 이동성을 가중치로 하는 공간분석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는 기존 공간분석이론에서 물리적 공간구조에 초점을 둔 공
간 깊이와 공간 인접 각을 인간이 보행 이동 시 체감ㆍ소모하는 방향전환 횟수와
방향전환 각도 등으로 치환하고, 이들이 갖는 심리적ㆍ물리적 이동성을 보행에너
지양으로 산출하여 3차원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분석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산정
하여 ERAM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의 연결 관계를 갖는 네트
워크 공간구조의 보행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론적 토대를 마련
하고자 한다.

1.3. 선행 연구 검토
1.3.1. 기존 연구 검토

(1) 공간구문론

건축계획 분야에서 공간분석이론은 출발 노드에서 도착 노드에 도달하기까지의
공간 깊이(도시건축가로 축선의 교차점의 개수), 공간 인접 각의 크기를 정량적으
로 산출하여 공간 네트워크를 통해 각 공간의 보행량을 예측하고 공간의 위상을 비
교 분석한다.
공간분석이론 가운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빌 힐리어 외(1984)가 제안한 공간구문
론(Space Syntax)은 최단 경로를 전제로 도시 가로 축선의 교차점(공간 깊이)이
많을수록 보행량이 작고, 교차점이 적을수록 보행량이 많음을 예측한다.
즉, 공간구문론에서는 어떤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에 대해 갖는 깊이2)의 평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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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깊이(MD : Mean Depth)를 표준화하여 통합도(integration)를 산출하게 되는
데, 이 통합도 지표가 전체 공간에서의 보행량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 하지만, 공
간구문론(Space Syntax)은 공간 간의 인접 각이 90도이든 30도이든 축선 간 교차
점(에지)이 발생할 경우 공간 깊이(depth)는 ‘1’이 되어 동일하게 취급함에 따라 보
행량 예측에 한계가 있다.

(2) 가중치 이론

터너(2001)는 공간구문론에서 다루는 공간 깊이 척도로는 보행량 예측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각도 가중치를 도입하여 각 공간의 보행량 예측력을 높였다.
터너는 공간구문론의 축선도 분석에서 각도 가중치 개념을 도입하여 최단각도
경로에 의한 공간의 평균 깊이를 측정하는 각도 가중치 분석 이론을 제안하였다.
터너는 두 축선의 인접 각이 90도일 때 가중치를 ‘1’, 인접 각이 90도 이상으로 완
만한 연결구조를 가질 경우는 ‘1’보다 작은 가중치를, 가로 인접 각이 90도 미만일
경우 ‘1’보다 큰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각도 가중치 지표로 각도 평균 깊이(angular
MD)를 산출하였다. 각도 가중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런던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를 대상으로 통행량과 실 점유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공간구문론은 평균 깊이(Mean Depth)에 대해 통행량과 점유율과의 회귀 결
정계수가 0.5232, 0.6441로 나왔으나, 각도 평균 깊이(angular MD)는 0.5739,
0.6589로 나와 각도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공간이용 패턴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
다. 즉, 터너는 공간 간의 인접 각의 크기가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 공간의 인접 각의 크기가 클수록 이동에 심리적 부담이 작아 보행량이 높고,
인접각이 작을수록 심리적 부담이 커서 보행량이 작음을 증명했다.
힐리어(Bill Hillier)와 이이다(Shinichi Iida)는 런던의 네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통행량을 수집한 뒤 사이중앙성3)에 대한 통합도와 인접중앙성4)에 각도 가중치를
2) 공간구문론에서 깊이(depth)는 어떤 노드와 다른 노드사이의 최단경로상에 존재하는 에지의 개수를 의미한
다. 여기서 에지는 축선도(Axial map)상의 축선이 아니라 축선간의 교차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선도에서
개별 축선은 노드가 되고, 축선과 축선이 만나면 축선간 에지가 형성이 된다.
3) 사이중앙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단경로 상에 위치하게 되는 빈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Freeman, 1977), 전체 공간구조에서 불특정 대중의 이용빈도가 높은 공간을 보여주는 지표이다(조형규,
2006).
4) 인접중앙성은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거리의 합의 역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단경로상의 거리
개념의 핵심으로(김효정, 2005), 인접중앙성이 높다는 것은 불특정 대중이 이용하는 공간환경에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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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각각의 예측력을 살펴보았고, 각도 가중치가 고려된 사이중앙성이 높은
예측력을 가짐을 보여주었다(Hillier & Iida, 2005).
달튼(Nick Sheep Dalton)은 터너가 제시한 각도 가중치에 삼각함수를 적용하여
분수 분석(Fractional Analysis)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러한 분수 분석을 맨하탄과
같은 격자 구성을 갖는 도시에 적용할 때 세밀한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각도 가중치 이론은 2차원 동일 평면상의 공간들간의 최단 각 경
로의 배치 속성을 통해 보행량을 예측한 것이므로 수직ㆍ수평 연결구조를 갖는 네
트워크 공간의 연결속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ERAM 모델

힐리어(1984)와 터너(2001)가 제시한 공간분석이론은 출발 노드에서 도착 노드
까지 최단 경로 또는 최단 각 경로상에서의 보행량을 예측하는 이론이나 공간분석
학계에서는 실제 공간환경에서는 최단 경로나 최단 각 경로만을 고려하는 것 보다
가능한 모든 경로를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조형규, 2006).
이에 대해 최재필 외(2005)는 도시건축가로 공간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모든 경
로를 고려하여 각 공간에 도달할 보행확률을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는 ERAM(인접
행렬의 고유벡터비) 모델 이론을 제시하였다.
ERAM 모델은 공간 네트워크 내의 모든 경로에 무 한번 이동할 경우 각 경로에
도달할 확률은 각각 인접 행렬의 고유벡터비에 의해 일정한 값으로 수렴됨을 수학
적으로 증명하였다. ERAM 모델은 모든 경로를 고려하는 것 이외에도 공간이 갖는
다양한 내재적 속성(공간인접 각, 물리적 거리 등)을 가중치로 적용할 수 있는 이
론적 틀을 마련하였으며(조형규 2006; 박근송 2014 ; 박근송 & 김민석 2016), 이
것은 공간구문론에 비해 ERAM 모델이 갖는 우수한 장점이다. 따라서 ERAM 모델
은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을 위한 공간의 내재적 속성을 가중치로 적
용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4)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 관련 연구

김찬주(2005)는 엘리베이터(E/V)의 수용능력을 기준(1)으로 에스컬레이터(E/S)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임을 의미한다(조형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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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중치를 설정했고, 계단(stairs)은 소모되는 열량과 속도의 차로 보정하여 가중
치를 설정했다. 신승철(2005)은 수평 이동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엘리베이터와 계
단, 에스컬레이터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수직 이동 동선의 연결 관계를 다음 [표
1-1]과 같이 제안했다. 즉 일반적인 수평 이동속도는 2.7~3.3m/s로 기준 값을 1
로 하고, 계단을 올라갈 때의 속도는 약 0.75m/s 이므로 상대적 가중치를 0.2, 내
려갈 때는 0.3으로 설정했다. 엘리베이터는 대기시간이 길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
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간 이동할 것으로 보고 수평 이동의 기준 값보다 약화시키
면서 고층병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경우의 연결
관계만 0.1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에스컬레이터는 일 방향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운
행하는 반대방향은 0으로 설정했다.

표 1-1 연결 관계의 상대적 가중치 제안(신승철(2005)에서 인용)
이동의 종류

가중치

수평이동

1

엘리베이터 승하차

0.1

계단 오를 때

0.2

계단 내릴 때

0.3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수직 이동 동선 연결 관계에서 가중치 설정이 연구자의 임
의적인 판단에 의해 적용이 되고, 수평 이동의 물리적 거리와 방향전환에 의한 공
간 접근성을 수직 이동공간의 접근성과 연결하여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라
고 보기 어렵다. 이들 연구는 수직 연결 관계가 엘리베이터나 보행 이동속도를 기
준으로 가중치일 뿐 수평 이동 공간과 수직 이동 공간의 접근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준단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이동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로 김혜영(2007)은 전통적
인 Space Syntax 기반으로 수평 이동공간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의한 최단경
로를 탐색하고,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수직 이동공간은 이동 부하로 간주하여 가중
치를 설정하여 이동성을 산출하였다. 이동성을 산출하기 위한 수식은 다음 [식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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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i부터 j까지 가는데 걸리는 부하 수

  부하
여기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층간이동을 가중요소로서 ‘임피던스
(impedances)’의

개념을

    ⋯ 은

적용하였다.

이때

임피던스(impedances)들의

집합

사람이 i에서 j로 이동하는데 직면하게 되는 에지(edge)들

간의 거리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1-1 다익스트라
기법에 의한 최단경로
탐색(김혜영, 2007)

i부터 j까지의 경로 탐색 시, dij와 발생하는 모든 임피던스(impedances)를 포함
하여 산출된 하나의 최적 경로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공간 A에서 공간 B까지의
이동 시 세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각 경로의 거리를 살펴보면, 경로 ①
과 경로 ②는 거리가 서로 같고, d1=d2<d3이므로 경로 ③은 최적 루트에서 제외된
다. 또한, d1=d2이기는 하지만, 방향전환 횟수가 경로 ①은 한 번인 반면 경로 ②는
두 번 발생하므로 최적 경로는 ①이 된다. 여기에 최적화된 경로를 산출해 내기 위
해서 다익스트라에 의해 고안된 최단경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Dijkstra, 1959).
즉, 노드 i와 j의 현재 라벨에서 d(j) > d(i)+cij를 만족하는지를 검사하고, 만일
그렇다면 현재의 라벨을 d(j) > d(i)+cij으로 수정하게 된다(Ahuja et al, 1993).
물리적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공간구문론(Space Syntax) 이론과 달리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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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는 공간의 이동성이 거리비용과 관련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그러나 3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이동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수평 이동공
간은 최단 경로에 의한 거리비용요소를 반영하였고, 수직 이동공간에서의 층간 이
동 등 거리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하 요인으로서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동성을 산
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수직 이동공간과 수평 이동공간에서의 이동성 평
가 단위가 상이하고, 층간 이동 시 직면하게 되는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를 부하 요인으로 간주하여 부하의 개수를 가중치로 단순히 적용하였다.

1.3.2.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1) 기존연구의 한계

힐리어 외(1984)가 제안한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도시와 가로의 네트워
크 분석을 위해 축선(Axial line) 분석을 통해 노드와 에지의 관계를 규명하여 배치
의 속성을 계량화했으나, 공간의 배치 속성5)만을 계량화하여 방향전환 등의 용이
성 측면에서 인접 가로의 연결 각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터너(2001)는 각도 가중치(angular analysis) 이론을 제안하여 도시 가로 환경
에서 방향전환의 용이성을 각도로 분석하였고, 이를 가중치로 변환하여 공간 간 연
결 관계의 강약을 정량화시켰다. 이후 최재필 외(2004)는 공간에서 임의보행확률
로 공간이동 분포도를 정량화하는 ERAM 모델을 제안했으며, 조형규(2006)는
ERAM 모델에 가로 축선의 인접 각도와 시각적 연결 관계를 고려한 Angular
Visibility ERAM 모델을 제안했다. 각도 가중치(angular analysis) 이론과 ERAM
모델은 도시 가로와 동일 평면상의 공간 네트워크 분석에 유용하나, 수직ㆍ수평 연
결 관계를 갖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된 공간분석에 한계가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은 동일 평면상의 공간구조에 대한 통합도를 통한 공간의 위
계와 중심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접근이 용이한 공간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시각적 축선(axial line) 기반으로 공간구조를 평
가하므로 동일 평면들 간의 연결로 구성되어 3차원 공간 네트워크로 입체화된 공

5) 가로 축선의 교차점의 수인 공간깊이로 보행활동 시 방향전환 횟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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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들간의 위계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3차원 공간 네트워크 관련 연구로 김찬주(2005)는 E/V의 수용 능력을 기준으
로 계단, E/S 가중치를 설정했으며, 신승철(2004)은 병원건축에 대해 수평 이동 보
행속도를 기준으로 E/V, 계단 가중치를 설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연구자의
임의적 설정에 의한 가중치가 적용된 것으로, 층간 공간 관계 및 이동성을 평가하
기에 한계가 있다.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의 연결 관계를 다룬 김혜영(2007)의 연구는 수평 이동
공간에서는 최단 경로에 의한 거리비용요소를 반영하였고, 수직 이동공간에서의
계단, E/S, E/V를 부하 요인으로 설정하여 부하의 개수를 단순히 가중치로 적용하
여 이동성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수직 이동공간과 수평 이동공간에
서의 이동성 평가 단위가 상이하고,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동
수단 및 혼잡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시간과 이동속도 차이에 의한 이동시간
등의 기능 및 속성에 의한 이동성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3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정량적 이동성의 객관화된 모형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은 공간 네트워크에서의 각 공간의 보행량을 예측하
고, 공간 간의 위상(위계)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들 이
론은 도시 가로나 동일층 평면상의 공간 네트워크에서 각 공간의 보행량 예측을 통
해 공간 위상 비교가 가능하나,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의 특성을 갖는 입
체 공간에 대해서는 보행량 예측이 어렵다. 왜냐하면,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에
서 적용한 공간의 내재적 속성들은 동일층 또는 동일 평면에 적용 가능한 공간 깊
이(가로 축선간 교차점의 수), 공간 인접 각, 물리적 거리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평 공간과 수직 공간의 연결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E/V, E/S, 계단
가중치가 임의적으로 적용되었으며,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내에서의 이동성을 다룬
연구도 수평 공간은 거리비용으로 수직 공간은 부하의 개수로 평가하여 평가 척도
가 상이하고, 혼잡 시 대기시간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이동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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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함수를 제시하고, 이 가중 모형 함수를 이용하여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의 연
결 관계를 갖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보행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동일한 척도로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의 내
재적 연결 속성을 평가하고 보행량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1.4.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4.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기존 공간분석 이론은 도시ㆍ공간의 네트워크에서 공간 깊이(가로 축선의 교차
점)와 인접 각도, 거리 등 물리적 공간구조의 연결 관계를 통해 보행량을 예측해왔
다. 이러한 공간 깊이(가로 축선의 교차점)와 인접 각도, 거리 등의 인자는 동일 평
면상의 공간 네트워크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나, 다층건물로 수직ㆍ수평 공간의 연
결 관계를 갖는 공간 네트워크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의 분석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
로 본 연구의 범위는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을 분석할 수 있는 인자로서
보행에너지를 이용하여 가중치 산정 모형을 제시하고,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 그래프를 재현한 후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적용하여 보행량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 구축과 기존 공간분석 모델과의 비교검증 및 구축된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살
펴보는 것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에서 보행량을 예측하기 위한 인자 도출 및
가중치 산정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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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의 가상공간 그래프를 재현한 후 보행에너
지 가중치를 적용하여 보행량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한다.
셋째, 구축된 보행량 예측 모델을 통해 보행량 예측값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시
각화하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한다.
넷째,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를 갖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제 통행
량 조사를 시행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로 기존 공간
분석모델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비교 검증한다. 이를 위해 실제 통행량
인자를 독립변수로 하고 공간분석 모델의 예측값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각 모델의 예측력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 공간구조에 대해 본연구에
서 제안한 분석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가상의 공간을 설정한
후 동일층 평면의 네트워크 구조를 대상으로 한 기존 공간분석기법을 적용시킨 경
우와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 공간구조에 대해 본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적용시킨 경우의 공간별 위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1.4.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부연구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을 분류하고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물리
적 이동성 비용 인자를 고찰한다.
둘째,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살펴
본 후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인자를 도출한다.
셋째,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에서의 보행특성을 고려하여 방향전환 횟수, 각도
변화, 이동 거리, 체류 시간에 따른 보행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모형식을
구축하여 제안한다. 이 단계의 구체적인 목적은 보행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모
되는 보행에너지를 기준으로 보행자의 이동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
이다.
넷째, 공간분석을 위한 물리적 공간 그래프 구축 방법을 설정한다. 이 단계의 구
체적인 목적은 보행에너지 평가지표에서 고려되는 물리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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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공간 그래프 재현방식을 도입한다.
다섯째,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공간분석 모델을 선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 단
계의 구체적인 목적은 기존 공간분석 모델(공간구문론, VGA, ERAM) 중 가중치를
부여하기에 적절한 공간분석 모델을 선정한다. 본 연구는 가중치를 부여하기에 적
절한 공간분석 모델로 ERAM 모델을 선정한다.
여섯째,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 모델을 구축한
다. 이 단계의 구체적인 목적은 앞서 설정된 내용을 토대로 3차원 건축물의 공간
그래프 재현, 보행에너지 가중치 측정, 보행에너지 가중치의 ERAM 모델 적용, 보
행에너지 가중 ERAM 지표산정 및 보행량 시각화 과정을 통해 수직ㆍ수평 연결 네
트워크 공간 구조분석을 위한 보행에너지 가중 ERAM 모델을 구축한다.
일곱째, 위와 같이 구축된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 모델의 유효성 검
증이 필요하다. 이 단계의 구체적 목적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공간의 통행량 조사결과와
기존의 공간구문론, 가중치가 없는 ERAM 모델, 각도 가중 Visibility ERAM 모델,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 모델을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
델을 검증한다.
마지막 단계로, 유효성이 검증된 분석 모델은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 공간구조에 대해 본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모델이 기존 공간분석기법과 어떤 면에서 차별화되고 유의미한 결과
를 가질 수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분석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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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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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간분석 관련 이론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 내 보행량 예측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분석 이론의 원리와 보행량에 영향을 주는 가중치의 내재적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2.1.1.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공간들이 도시와 건축물을 구성하는 원리를 연구
하는 분야로 1984년에 영국의 런던대학교 바틀렛 건축학부의 빌 힐리어(Bill
Hillier)와 줄리안 핸슨(Jullienne Hanson)이 제안한 이론이다. 힐리어는 언어를 구
조로 파악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이론적 틀을 도시공간 환경 분야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로 제시한 이론이 공간구문론이다. 공간구문론은 그래프이론을 차용하여
공간구조를 재현한 후 공간구성 원리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가시성 그래프,
각도가중치(angular analysis), ERAM 모델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1) 공간구조의 재현
도시 가로환경이나 건축물 공간 내에서 보행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구
조적 속성을 정량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속성을 정량화하기 위
한 이론으로 그래프이론이 대표적이다. 그래프이론은 노드와 에지의 연결 관계로
공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노드가 될 수 있는 단위 공간을 설정하고 노드 간의 연결
을 에지로 나타낸다. 도시 가로환경이나 공간을 노드와 에지의 연결 관계로 재현하
는 그래프이론에는 축선도(axial map), 볼록공간도(convex map), 가시성그래프의
3가지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공간구문론에서는 단위 공간을 축선도(axial map)과
볼록공간도(convex map)로 나타낸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은 단위 공간을 설
정하는데 있어 상반된 특성을 갖는다. 축선도는 “시각적으로 서로 보이는 가장 길
고도 가장 적은 수의 직선들의 집합”으로, 볼록공간도는 “가장 적은 수의 볼록한
공간들의 집합”으로 정의되며(Hillier & Hanson, 1984 : 91-92), 이것은 [그림
2-2]와 [그림2-3]과 같다. 축선도에서는 개별 축선이 노드가 되고, 축선과 축선이
교차할 경우 에지가 형성된다. 볼록공간도에서 볼록 공간은 공간분할에 의해 설정
된 공간의 외양을 기본단위로 설정한 것으로 볼록 공간과 볼록 공간 사이에 물리적
인접 관계를 에지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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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G-Town
출처 : Hillier and Hanson, 1984

그림 2-2 G-Town 축선도
출처 : Hillier and Hanson, 1984

그림 2-3 G-Town 볼록공간도
출처 : Hillier and Hanso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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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선도는 축선과 에지에 의해 도시 가로 네트워크를 재현하며, 공간 네트워크 내
에서의 통합도 지표로 공간을 정량화하여 도시 가로환경의 보행량을 예측하는 기
반을 마련한다. 그러나 조형규(2006)는 축선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
음을 지적한다. 첫째, 직선형의 가로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획됨에 비해 곡선형의
가로는 무수히 잘게 구획되며, 단위 공간이 임의적으로 설정된다. 둘째, 가로의 고
저차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곡선형 가로의 잘게 구획
된 임의적인 축선 설정 문제는 각도 가중치의 도입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 가로의
고저차 문제는 실측을 통하여 고저차가 발생하는 가로의 인위적 분절로 해결한다
(Dalton, 2001; Turner, 2001; Asami, Kubat, Kitagawa & Iida, 2003).
전자의 문제는 각도 가중치 이론(터너, 2001; 조형규, 2006)에 의해 해결되며,
보행량 예측력을 높이는데 훌륭한 방법론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가로의 고저
차 문제는 일일이 실측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수직ㆍ수평 공간의 연결 관
계를 갖는 공간에도 이러한 문제를 여전히 갖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곡선형 가로의 문제와 가로의 고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
분석의 핵심적 틀을 제공하는데, 이는 본 논문의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6)에서는 도시공간을 재현하기 위해 축선도를 사용하
는데. 이는 축선도가 가시성(visi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김영욱, 이승재(2002: 73)는 인간이 개별 공간 인지 과정에서 가시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간에서 이동할 때 물리적 거리보다는 방향전환의 횟수 혹은
정도(각도)에 영향을 더 받음7)에 따라 방향전환을 최소화하는 공간의 접근성을 측
정하는데 축선도가 적합하다고 보았다. 즉, 공간구문론에서 축선도는 가시성에 기
반을 두어 개별 축선으로 물리적 거리가 아닌 방향전환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
하는 분석모델이다.
볼록공간도는 공간을 시각적 연결이 아닌 동선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 것((이상
은, 2002: 20, [그림2-4])으로 축선도처럼 가시성에 기반을 두고 배치에 따른 공
간구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간의 외양으로부터 단위 공간을 구성하고
물리적 인접 연결 관계를 시각화한 것이다. 볼록공간도는 실내의 평면상 지나치게
큰 볼록공간이 형성되거나, 평면상의 공간배치에 의해 과도하게 공간이 분할되는
단점이 있어 공간구문론에서는 볼록공간도가 잘 사용되지 않는다(조형규, 2006).
6)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은 축선도 뿐만 아니라 가시성그래프도 사용된다.
7) 이러한 연구결과는 Sadalla. & Montello(1989)의 연구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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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아파트평면과 볼록공간도, 단위평면의
연결그래프(출처 : 이상은(2002))

한편, 가시성 그래프는 공간을 일정한 폭의 격자(grid)로 분할하여 개별 격자공
간을 단위 공간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축선도와 볼록공간도에서의 임의적 단위 공
간 설정의 문제가 해소되며 세밀한 공간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규모
개방형 평면구성을 보이는 초대형 다중이용 복합공간에 대해 공간분석을 할 경우,
기존 공간구문론에서 제시하는 축선도나 볼록공간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림2-5]은 오피스 건물평면을 축선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임의적 축선
설정의 문제로 지나치게 많은 축선공간이 형성되는 단점이 있다. [그림2-6]은 상
업시설 평면을 볼록공간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볼록공간의 단위 공간의 크
기가 커지면 세밀한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볼록공간을 잘게 구획하여 분석하
였다. 축선도는 개방형 평면에 대해 일관된 원칙으로 축선을 작성하기 어렵고, 볼
록공간도는 개방형 평면구조에서는 너무 큰 볼록공간이 형성되어 이를 보완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2-7]은 가시성그래프를 이용하여 대규모 개방형 평면을 갖는 런던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 공간을 분석한 것으로, 평면을 격자로 구획한 후 개별 격자
공간을 단위 공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가시성 그래프는 일관된 원칙
으로 공간을 구획하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되고 대규모 개방형 공간
도 분석이 가능하며 공간구조의 속성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가시성 그래프의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본 논문의 5장에서는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적용한 수직ㆍ수
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을 재현하는데 가시성그래프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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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공간의 축선도 재현
(출처 : Rashid & Zimring, 2003)

그림 2-6 공간의 볼록공간도 재현
(출처 : 최재필, 조형규, 최현철, 2004)

그림 2-7 공간의 가시성 그래프 표현(격자 공간구성)
(출처 : Turner (2001), 이윤석(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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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속성의 정량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도시가로의 공간 네트워크에서 공간들간의 위상을
시각적 축선(axial line)의 연결 관계를 통해 공간 깊이를 구하고 이를 통해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를 산출하여 공간들 간의 중앙성을 갖는, 즉 사람들의 통행 빈도가
높은 중심공간을 분석한다. 공간구문론(Space Syntax)에서 연결도, 통제도, 통합
도를 구하기 위한 기초 이론은 시각적 축선(axial line)으로 공간 깊이를 구하는 것
으로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합도는 그래프이론에서의 총거리(total
distance) 또는 사회연결망 이론에서의 인접 중앙성(close central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른 공간들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통합도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구조에서의 거리(distance)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여
기서 거리(distance)는 물리적 거리가 아닌 공간 간의 연결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
로, 공간구문론에서는 이러한 거리를 깊이(depth)라고 부른다. 즉, 노드와 노드 사
이의 최단 경로 상에 존재하는 에지의 개수가 바로 두 노드 간의 깊이가 되는 것이
다. 이때, 평균 깊이(MD : Mean Depth)는 어떤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에 대해 갖
는 깊이의 평균이다. 평균은 다음과 [식2-1]와 같이 연산된다.



    
≠ 

  
 

식   

(단, n은 노드의 개수)

볼록공간(convex space)과 비교할 경우, [그림2-4]에서처럼 볼록공간은 출입
구에 의해 공간 간의 연결 관계가 구분되고 공간 간의 중심점에서 연결 유무에 따
라 깊이(depth)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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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공간구성과 공간구문론
(출처 : Saif & Yang, 2012, Yang 재구성)

반면, 공간구문론에서 축선(axial line)에 의한 공간 깊이(depth)는 공간 간의 연
결 관계에서 축선 간 교차점의 수로 나타나며, 이는 에지의 생성을 의미하게 된다.
즉 에지의 개수(축선 간 교차점의 수)가 많을수록 이동성이 떨어지고, 결국 보행량
이 적은 공간이 된다. 이러한 공간 깊이는 보행 활동의 관점에서 방향전환 횟수로
나타낼 수 있다. 노드와 에지의 생성원리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그림2-8]
과 같다. 공간 깊이를 구하기 위한 기본원리로 [그림2-8]과 같이 축선은 노드로
설정되며, 이 축선이 다른 축선과 교차 되는 교차점이 에지가 되고, 이 에지는 깊이
(depth)가 된다. 공간 깊이(depth)는 출발 노드에서 도착 노드까지의 최단경로상의
에지(축선간 교차점의 수)의 평균 개수가 된다.
다음 [그림2-9]에서는 최초 관측점과 연결된 축선은 depth가 0이 된다. [그림
2-9]의 왼쪽 그림에서 기준점(관측점)에서 형성된 축선 1에서는 방향전환이 이루
어지지 않으므로 depth는 0이다. 즉, 관측점과 연결된 축선은 depth가 0이고, 1번
위치이든 2번 위치이든 관계없이 depth는 동일하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에서 2번
위치에서 1번의 방향전환에 의해 축선 2가 생길 경우 공간 깊이(depth)는 1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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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공간깊이(depth)와 방향전환의 개념 비교

이와 같이 보행 활동에서의 방향전환과 방향전환 횟수는 공간구문론에서의 공간
깊이의 공간 간 연결속성을 반영하여 보행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힐리어(1984)가
제시한 공간구문론은 출발 노드에서 도착 노드까지 최단 경로에서의 보행량을 예
측하는 이론이다. 이에 대해 조형규(2006)는 실제 공간환경, 특히 개방형 평면을
갖는 대규모 건축물일수록 최단 경로만을 고려하는 것 보다 가능한 모든 경로를 고
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도시 가로와 건축 공
간의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가능한 모든 경로를 고려한 공간분석 기법을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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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RAM 모델
최재필 외(2004)가 제안한 ERAM(the Eigenvector Ratio of Adjacency
Matrix) 모델은 공간의 인접 연결 유무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간구문
론과 동일한 전제를 갖지만 임의 보행환경에서의 경로선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서 다르다. ERAM 모델은 모든 경로를 고려하는 것 이외에도 공간이 갖는 다양한
내재적 속성(공간 인접 각, 물리적 거리 등)을 가중치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
을 마련하였으며(조형규 2006; 박근송 외 2014 ; 박근송 외 2016), 이것은 공간구
문론8)에 비해 ERAM 모델이 갖는 우수한 장점이다. 따라서 ERAM 모델은 수직ㆍ
수평 공간분석을 위한 공간의 내재적 속성을 가중치로 적용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
한다. 가중치 적용을 위한 ERAM 모델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RAM 모델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을 [그림2-10]의 그래프에서 노드와 에
지 사이의 연결관계를 인접행렬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그림 2-10

인접그래프와 인접행렬

인접행렬은 공간 간 인접유뮤의 관계만을 나타낸 것으로 ERAM 모델에서는 공
간간 연결특성에 의한 가중치를 인접행렬의 각 성분에 적용할 수 있다. 공간연결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인접행렬을 무한거듭제곱하면, 즉 무 한번 임의
이동할 경우 각 행의 성분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ERAM 모델은
보행에너지의 가중치를 인접행렬 성분에 적용하여 무 한번 거듭제곱을 통해 각 노
드에 도달할 보행확률을 구할 수 있는 본 연구 분석 모델의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그러나 공간 연결속성의 가중치를 측정하고 가중치 적용을 위한 인접행렬을 구
성하기 위해서는 수직ㆍ수평 연결공간을 축선 연결그래프로 재현할 필요가 있다.
8) 터너(2001)가 제안한 각도 가중치 이론(Angular analysis)에서는 공간구문론에 각도 가중치를 도입하여 공
간구문론의 보행량 예측력을 높였다. 하지만 공간구문론은 각도 가중치 이외에 특정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
서 공간구문론에 적합한 별도의 가중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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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는 이런 축선 연결그래프로서 가시성 그래프를 살펴보고자 한다.

2.1.3. 가시성 그래프
터너(2001)는 시각적 이동성이 높은 공간이 위상학적으로 중심공간이 되고 통행
빈도가 높은 공간임을 전제로 하는 이론으로 가시성 그래프(Visibility Graph)를
제안했다. 가시성 그래프는 대표적인 그래프이론으로 개방형 평면구성을 갖는 공
간을 격자로 잘게 나누어 격자의 중심점을 노드로 설정하고 이 노드와 이웃한 노드
와 시각적 연결이 이루어져 있을 때 에지를 설정하여 나타낸 그래프로 [그림
2-11]과 같다. [그림2-11]]에서 T자형 벽체가 있을 경우, 격자점 a와 격자점 b는
서로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선을 그을 수 있으나, 격자점 a와 격자점 c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을 그을 수 없다.

그림 2-11 가시성 그래프
(출처 : 터너 외, 2001)

이처럼 가시성 그래프는 각각의 격자점이 노드(node)가 되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두 노드를 이은 선분이 에지(edge)가 되는 그래프로서, 이를 이용하여 공간을 분석
하는 것이 ‘가시성 그래프(Visibility Graph Analysis)’이다. 가시성 그래프는 시각
적 연결 관계에 의해 시각적 이동성을 산출한다. 그림에서 격자점 a와 격자점 b 사
이의 물리적 거리가 격자점 a와 격자점 d 사이의 거리보다 길지만, 시각적 깊이는
1로 동일하다. 가시성 그래프나 Space Syntax는 시각적 축선을 기본단위로 이용
하기 때문에 깊이(depth)와 통제도, 통합도 지표를 구하는 방식은 유사하다. 터너
(2001)가 제안한 가시성 그래프에서는 평균 최단 경로 길이(Mean shortest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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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를 이용하여 시각적 이동성이 높은 공간을 분석하고, 이를 실제 통행 빈도
가 높은 공간을 서로 비교하였다. 평균 최단 경로 길이는 기준격자점을 중심으로
다른 격자점에 이르는 최단경로상의 에지 개수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 [식2-2]와 같다.












 

 ∈ 




식   



: 격자점 i에서의 평균 최단 경로 길이

 : 격자점 개수의 합
 : 격자점 i에서 격자점 j에 이르는 최단경로 상의 에지의 개수
결국, 기준격자점에서 시각적으로 연결된 다른 격자점에 이르는 에지의 개수가
많을수록 평균 최단 경로 길이는 높게 되고, 이는 시각적 이동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터너(2001)는 일 평균 하루 5번 관측된 런던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 공간
에 대해 평균 최단 경로 길이에 따른 공간 점유도를 다음 [그림2-12]와 같이 보여
주고 있다. [그림2-12]의 결과에서는 평균 최단 경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공간점유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Tate Gallery 공간점유도
(출처 : 터너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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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평균 최단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기준공간에서 다른 공간에 이르는
에지의 평균 개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이는 시각적 이동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
며, 이러한 공간은 공간 점유빈도 수, 즉 통행 빈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시성 그래프 분석은 시각적 이동성이 높은 공간과 통행 빈도수가 높은 공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처럼 가시성 그래프는 가시 선과 가시 선의 연결 관계로 구성된 그래프로서 건
물 공간을 가시 선의 연결 관계로 재현하여 거리나 각도와 같은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중치로 부여할 수 있는 그래프 형태이다. 기존 가시성 그래프는
대부분 2차원 평면상의 네트워크 연결공간을 대상으로 공간을 재현하므로 동일층
의 공간 네트워크는 기존 가시성 그래프의 재현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3차원 공간
네트워크를 가시성 그래프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계단, ES, EV와 같은 수직 공간과
각 층의 수평 공간이 연결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을 재현하고 가중치를 부
여할 수 있는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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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중치 이론
2.2.1. 각도 가중치
공간 네트워크에서는 방향전환의 횟수뿐만 아니라 방향전환 시 회전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심리적, 물리적 이동성이 달라지고, 이 이동성의 크기에 의
해 인간이 경로선택을 하므로 통행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간구문론은 방향
전환의 유무에 따라 공간 깊이를 1 또는 0의 값을 부여하여 통합도 산정을 하게 되
나, 이 경우 방향전환 시 회전각의 크기가 다른 경우 세밀한 분석이 어렵게 된다.
가령, 90도 회전을 하거나 20도로 방향전환을 하는 두 공간구조의 경우 공간구문
론의 관점에서는 두 공간 모두 방향전환이 일어나므로 공간 깊이는 1이 된다. 하지
만 실제 보행환경에서는 90도의 방향전환과 20도의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해 경로선택을 할 경우의 통행량은 다르다. 방향전환 시 회전각의 크기를 반영하
여

공간구문론을

보완한

것이

터너(2001)가

제안한

각도

가중치(Angular

Analysis) 이론이다.
각도 가중치(Angular Analysis)는 공간구문론에 대해 각도 가중치를 적용한 것
으로 터너(2001)는 실제 보행환경에서의 방향전환에 의한 회전각의 크기를 심리적
부담비용으로 방향전환 각을 최단 각 경로의 가중치로 적용하여, 각도 평균 깊이를
구해 공간구조에서 보행량이 높은 공간을 예측하여 공간구문론 보다 예측력을 높
였다. 각도 가중치 이론의 기본 전제는 공간구조에서 인간은 방향전환 각이 최소가
되는 경로(즉, 최단 각 경로)를 선택하게 되고, 방향전환 각의 심리적 비용이 작은
공간일수록 보행량이 높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터너(2001)가 제안한 각도 가중
치(Angular Analysis) 이론은 표준화의 문제, 국부적 속성의 문제, 최단 각 경로
설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를 보인다(조형규, 2006).
첫째 공간구문론에서의 공간 깊이는 모두 ‘1’이기 때문에 평균 깊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표준화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공간 깊이에 각도 가중치가 부여될 경우 공
간 깊이가 차등화되어 평균 깊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 즉, 공
간구문론에 각도 가중치를 부여하면 평균 깊이(angular MD)는 구할 수 있으나, 이
것은 표준화된 지표가 아니므로 서로 다른 공간 규모를 갖는 공간체계를 비교하기
어렵다. 둘째, 국부적 속성의 문제인 경우, 공간구문론이나 ERAM 모델은 깊이가
모두 ‘1’로 부여되어 전체 공간에서 3단계 위상 거리, 즉 3개의 에지로 연결되는
공간들을 분석할 수 있으나 깊이 ‘1’에 각도 가중치가 부여되면 깊이가 차등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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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의 위상 거리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최단 각 경로 설정의 문제의 경
우, 공간구문론은 최단 경로를 전제로 통합도를 산정하나, 각도 가중치(Angular
Analysis)이론은 최단 각 경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로선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통합도 산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조형규(2006)는 각도 가중치(Angular Analysis)의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RAM 모델에 방향전환에 의한 회전각의 크기를 각도 가중치로 적용한 각도 가중
ERAM을 제안하여 ERAM 모델의 보행량 예측력을 보다 높였다. 각도 가중 ERAM
모델의 기본 전제는 임의 보행환경에서 인간은 방향전환 각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선택하게 되고, 방향전환 각의 심리적 비용이 작은 공간일수록 보행량이 높게 된다
는 것이다.
조형규(2006)의 각도 가중 ERAM 모델은 힐리어(1984)의 공간구문론, 터너
(2001)의 각도 가중치 이론, 최재필 외(2004)의 ERAM 모델과 마찬가지로 2차원
동일 평면 내의 공간들을 대상으로 공간들간의 연결관계에 의해 통합도, 각도 평균
깊이, ERAM 지표, 각도 가중 ERAM 지표를 산정하여 각 공간의 보행량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수직·수평 공간의 연결 관계를 갖는 3차원 공간 네트
워크에 대해 보행량을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도 있으나, 연결척도의 가중치를 임의적이거나
주관적으로 설정 또는 가정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신승철(2006)은 분당 서울
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실제 이용율을 측정하여 이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ERAM 모델을 구축하여 공간을 분석하였는데, 수평 이동을 기본 연결로 보고 가중
치를 1, 계단을 올라갈 때는 0.2, 계단을 내려갈 때는 0.3, 엘리베이터 승ㆍ하차는
0.5로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에서 보행
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을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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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거리 가중치
윤용우 외(2005)는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대상으로 공간인지 지도 조사를 하여
방향전환에 의한 공간 깊이(depth)와 물리적 거리(distance)가 공간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에 의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그림2-13]과 같다. 분석결
과, 방향전환에 의한 공간 깊이(depth)와 물리적 거리(distance)가 공간인지와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결국 방향전환의 요소 외에도 물리적 거리도 공간인식에 높
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2-13 Cognitive map의 공간인지 분석
(출처: 운용우 외(2005)에서 인용)

즉, 중심에서 같은 공간 깊이(depth)에 위치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물리적 거리
(distance)가 먼 건물이 표현 도수가 적었다. [그림2-13]은 그 예를 보여주는 것
으로서, 명시된 건물들은 백양로를 중심으로 같은 공간 깊이(depth)에 위치하는 모
든 건물이다. [그림2-14]는 이 건물들 중에서 체육관은 다른 건물들보다 물리적 거
리(distance)가 평균 3배 이상 길어지면서 공간인식이 평균 10% 이상 떨어지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9)
9) 윤용우 외 3인(2005) ‘물리적인 거리와 공간깊이가 공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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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공간인식에서 Distance의 영향력(Depth가 같은 경우)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연구로, 박근송(2013)은 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방향
전환 요소와 함께 물리적 거리 인자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공간 깊이를 구할 수 있
는 식을 다음 [식 2-3]과 [식2-4]와 같이 제안했다.



  







 ×




   


식   

 

 : 에지 혹은 축선의 방향변화
 : 경로상 k번째 에지 혹은 축선의

각도와 길이를 고려한 공간깊이
실제길이

 : 경로상 k번째 에지 혹은 축선의 방향변화 각도








          ⋯    







                    ⋯

 : 에지 혹은 축선의 방향변화
 : 경로상 k번째 에지 혹은 축선의

식   

각도와 길이를 고려한 공간깊이
실제길이

 : 경로상 k번째 에지 혹은 축선의 방향변화 각도
[그림2-15]와 같이 개방형 공간구성을 갖는 평면에 대해 기존 각도 가중치 이론
을 적용할 경우, 두 개의 공간을 대표하는 축선을 설정하기 어려워 공간 깊이를 측
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박근송(2013)이 제안한 식을 이용할 경우 공간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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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방향과 거리변화

[그림2-15]에서 α=45°, L1=3, L2=1.414이며 3번 공간에서 14번 공간까지의
깊이(di)는 4.8, 3번 공간에서 14번 공간까지의 깊이(di)는 4.5로 3번 공간에 서 있
을 때 11번 공간에 비해 14번 공간에 대한 공간 깊이가 더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기존 공간분석 이론에 물리적 거리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밝히고 정량적 함수관계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방향전환에 따른 각도 가중치가 물리적 거리에 대해 누적된 곱의 관계로
적용되었는데 이 점에 대한 수학적ㆍ기하학적 설명이 불명확하다.
둘째, 물리적 거리와 방향전환의 두 인자 간 누적 곱의 관계로 종속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방향전환을 할 경우 방향전환에 의한 이동성의
영향이 물리적 이동 거리 전체에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방향전환의 인
자와 물리적 거리의 인자가 종속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관계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셋째, 공간구조의 보행량 예측을 위해서는 정지상태가 발생한 경우도 고려해야
되나10), 물리적 거리 속성은 정지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넷째, 2차원 평면 공간에서의 이동성을 분석하는 기존 공간분석이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즉 보행 이동을 전제로 할 경우 물리적 거리라는 연결속성은 2차
원 평면 공간에 대한 설명력을 갖지만,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의 연결 관계에 3차
원 공간 네트워크의 연결속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동일한 물리적 거
리를 갖더라도 수평 공간에서의 물리적 거리 속성과 수직 공간에서의 물리적 거리
속성은 다르기 때문이다.
10) 공간구조에서 인간에서 보행 활동 시 이동상태 뿐만 아니라 정지상태에서 이동성을 체감하게 되고, 이는
보행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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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보행에너지 가중치
공간 이동성은 한 장소가 얼마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Dalvi and Martin, 1976 ; Koenig, 1980 ; Harris, 2001), 이동성을 한 장소와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통행은 어떤 활동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이득이 교통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동성은 보행자가
누리는 편익을 의미한다(Matinez, 1995 ; Reggiani, 1998). 즉, 보행 활동을 통해
얼마나 쉽게 한 장소에 도달할 수 있느냐의 보행 이득과 보행 이동 시 소모되는 방
향전환의 횟수와 회전각의 크기, 물리력 등의 교통비용의 차이, 즉 보행 편익의 크
기에 따라 통행량이 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 및 공간 내에서 공간 이동성은 보행 이동 시 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로서 방향전환 횟수와 회전각 크기 등의 심리적 부
담비용과 보행물리력과 같은 물리적 부담비용에 따라 경로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
한 경로선택에 따라 보행량은 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공간분석이론들은 방향전
환의 횟수와 방향전환의 회전각의 크기를 심리적 비용의 관점에서 경로를 선택하
게 됨을 전제로 하고, 각 지표를 정량화하여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기
존 공간분석 모델은 공간구조내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적 비용을 전제로 했지
만, 경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심리적 비용뿐만 아니라 보행물리력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푸쉬크레브 외(1975)는 공간 이동성은 보행량에 영향에 미치는 중요 인자로, 보
행을 통해 체감하게 되고, 보행을 한다는 것은 보행시간과 보행물리력의 비용이 소
요된다고 하였다.
스테드만(2004)은 보행 이동에 따른 경로선택 시 방향전환을 최소화하는 경로보
다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경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결국, 보행
이동 시 소비되는 보행시간과 보행물리력 비용의 크기에 의해 이동성을 체감하게
되고, 보행시간과 보행물리력은 생리학적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며, 소비되는 에너
지 크기에 의해 경로선택을 하게 됨에 따라 공간별로 보행량이 달라지게 됨을 의미
한다.
따라서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에 따른 보행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에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방향전환 횟수과 방향
전환 각의 크기, 시간 등을 보행물리력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
며, 이러한 지표가 바로 보행에너지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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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돌프 외(1977)는 생리학적 관점에서의 보행물리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에너
지 소비량 측정법(WEE, Walking Energy Expenditure)를 제안하였다. 판돌프 외
(1977)의 연구는 이동과 정지 시의 생리학적 에너지 소비량만을 제시한 것으로 방
향전환의 횟수와 회전이 발생하는 공간 네트워크의 연결속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보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에너지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방향전환의 횟수와 회전이 발생하는 공
간을 분석할 수 있는 보행에너지 산정 모형식을 제안하여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
크 공간 분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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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직ᆞ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 조건

이 장에서는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을 분류하고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물리적 이동성 비용 인자를 고찰한다. 그다음으로,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살펴본 후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의 연결 관
계를 분석할 수 있는 보행에너지 인자를 도출한 후 보행에너지 가중 모형 함수를
구축한다.

3.1.1.

수직ᆞ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성 요소

수직ㆍ수평 연결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행 활동 관점11)에서 구분할 경우 수
평 공간은 평면 공간과 통로, 수직 공간은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로 분류
할 수 있다. 수평 공간과 수직 공간의 분류는 [표 3-1]과 같다.

표 3-1 건물 내 수직공간과 수평공간의 분류

공간

수평공간

수직공간

실 공간, 통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구성
요소

3.1.2.

보행량 영향 인자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이동은 주로 보행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
나, 무빙워크(moving walk)에 의한 이동12)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보행 이
동 시 우리는 방향전환 횟수, 이동 거리, 이동시간, 보행물리력, 보행에너지 등에
따라 이동성의 차이를 체감하게 된다. 즉, 공간구조 내에서 인간은 출발 노드에서
도착 노드까지 보행 이동 시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면서 이동성을 체감하며, 보행비
용이 최소가 되는 경로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로선택의 빈도에 따라 각 공간
의 보행량이 달라지게 된다.
11) 본 연구에서는 보행활동을 보행이동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정지한 경우도 보행활동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서 정지한 경우에도 보행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다.
12) 무빙워크에 대한 이동은 수직 이동시 정지상태에서의 이동성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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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성은 보행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며, 이
동성을 심리적 비용과 물리적 비용, 생리학적 비용으로 구분할 경우 [표 3-2]와
같다.

표 3-2 경로선택 시 보행량 영향 인자

요인
공간
수평공간
& 수직공간

심리적
방향전환 횟수,
방향전환 각도,
보행시간, 정지시간

물리적

보행력
보행거리

생리학적

보행에너지

여기서, 심리적 비용은 보행 이동 시 소모하게 되는 무형적 보행비용으로 방향전
환 횟수와 방향전환 각, 보행시간(이동 및 정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향전환 횟
수와 방향전환에 의한 회전각의 크기는 지금까지 공간구문론과 각도 가중치 이론
의 기본 전제가 되어 왔다. 즉, 공간구문론과 각도 가중치 이론은 각각 공간 깊이
(가로 축선의 교차점의 수)와 공간 간의 인접 각도라는 공간구조의 물리적 연결속
성으로 도시 가로 내 보행량을 예측해왔으나, 보행 활동의 관점에서 이들 인자들을
살펴보면, 이동 중 심리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방향전환 횟수와 방향전환 각을 의미
하게 된다. 또한, 시간 인자는 보행 활동 중에 이동과 정지상태를 반복하며 체감하
게 되는 이동시간으로 심리적 요인에 해당 된다. 물리적 비용 인자는 보행 이동 시
직접적으로 소모하게 되는 유형적 보행비용으로 보행물리력과 보행거리에 해당된
다. 한편, 생리학적 측면에서 이동 중에 소모되는 비용 인자로는 보행물리력과 이
동 거리에 의한 보행에너지가 있으며, 보행 활동에서 소모되는 보행에너지의 크기
에 의해 경로선택을 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보행량에 영향을 주는 각 인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후 수직ㆍ수평 연
결 네트워크 공간에서 보행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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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향전환 횟수와 방향전환 각

방향전환 횟수의 경우, 출발 노드에서 도착 노드까지 방향전환 횟수가 많은 경로
가 방향전환 횟수가 적은 경로에 비해 이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방향전환
횟수의 단위는 등간척도로서 나타내므로 이동 방향에 대한 회전의 정도에 상관없
이 약간의 회전이 이루어진다면 방향전환 횟수는 1이 된다. 즉 이동 방향에 대해
10도의 회전이 발생하든 90도의 회전이 발생하든 상관없이 방향전환 횟수는 1이
된다. 결국, 방향전환 횟수로는 공간의 세밀한 이동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터너(2007)는 각도 가중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동 방향에 대한 회전
각의 크기로 공간의 깊이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동 방
향에 대한 회전각의 크기로 공간의 깊이를 측정하는 터너의 방법론은 공간구문론
의 방향전환 횟수보다 공간 깊이를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자
들은 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이동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 내에서의 이동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보행물리력(Walking force)

출발 노드에서 도착 노드에 도달하기까지 이동성은 보행 이동에 따라 소요되는
힘인 보행물리력에 의해 체감하게 되며, 이동 방향에 대해 방향전환을 할 경우 회
전보행력의 크기에 의해 이동성을 체감하게 된다. 이러한 보행물리력은 물리적 비
용으로 수평 공간과 수직 공간을 이동하면서 소모되는 물리적 힘의 크기로 이동시
소모되는 힘이 큰 경로일수록 이동성은 떨어지고 보행량도 작아지게 된다. 결국,
보행물리력은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에서 이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된다. 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에서 방향전환 횟수와 방향전환 각은 회전보행력
으로 나타내고, 직선 보행 이동 시 소모되는 보행물리력은 직선보행력이 되어, 이
들 보행물리력에 의해 수평 공간 네트워크의 이동성이 측정된다. 반면, 수직 연결
네트워크 공간에서 계단에 의한 연결공간은 경사면 이동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경
사면 보행력에 의해 이동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E/S)와 엘리베
이터(E/V)와 같은 수직 연결공간은 정지상태에서 이동이 발생하므로 정지상태에서
의 소모되는 보행물리력을 고려하여 수직 연결공간의 이동성을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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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보행거리(Walking distance)

물리적 거리도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수평 공간에서는 이동성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으나13), 수평 공간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거리
와 수직 공간에서 계단으로 이동하며 경험하는 물리적 거리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물리적 거리로 수직ㆍ수평거리의 이동성을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정지상태가 발생할 경우 물리적 거리 인자로는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
성을 측정하기 어렵다.

(4) 보행시간(Time)

이동시간은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보행 활동
은 이동시간과 정지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동시간을 통해 물리적 거
리 비용 속성을 내재화 할 수 있으며, 정지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정지시간을 통해
보행비용 측정이 가능하므로 시간 비용이 물리적 거리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
나 수직 이동공간에서의 이동성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이동시간으로 변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정한 속도의 보행에 의한 이동이 아닌 E/V, E/S, 계단(Stairs)
에 의한 이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직 이동공간의 이동성은 E/V, E/S, 계단
(Stairs)에 의한 이동시간과 대기시간 등이 이동성에 영향에 미치는 중요한 인자로
볼 수 있다. 즉 수평 이동공간과 수직 이동공간에서 공간과 공간 사이의 이동성은
이동시간이 짧은 경로일수록 이동성이 높아지고, 보행량이 많게 된다.

그림 3-1 수직공간에서의 E/V, E/S, 계단에 의한 이동
13) 인간의 보행속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해 보행속도가 거의 일정하므로 보행시간과 물리적 거리를 보행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정지상태가 발생할 경우 물리적 거리로는 이
동성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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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행에너지(Walking energy)

보행에너지는 생리학적 비용으로 인간이 보행 활동 시 소모하는 물리적 힘과 시
간, 방향전환 횟수, 방향전환 각의 크기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달라지게 되고, 이
것은 보행비용으로서 경로 선택의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여 공간 네트워크에서의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보행에너지는 방향전환 횟수와 방향전환 각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보행물리력(F)과 보행거리(S)14)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으며, 보행
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의 연결속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수직ㆍ수평 공간 내에서의 보행 활동을 통해 소모되는 보행에너지는 수직
ㆍ수평 공간 네트워크 내에서의 방향전환 횟수, 방향전환 각도, 보행거리 등의 연
결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행량 영향 인자로 볼 수 있다.

3.1.3. 분석의 기본 전제
힐리어(1984)가 제안한 공간구문론은 최단 경로 환경에서 공간 깊이를 측정하여
통합도를 구하고, 최단 경로 공간 네트워크에서 공간 깊이라는 연결속성을 통해 보
행량을 예측한다. 터너(2001)의 각도 가중치 이론은 방향전환의 회전각도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의 연결 유무에 따라 1과 0으로 구분한 공간구문론의 예측력을 보완
하였다. 즉 최단각도 경로 환경에서 각도 가중치를 산정하여 각도 평균 깊이를 구
하고, 최단각 경로의 공간 네트워크에서 각도라는 연결속성을 통행 보행량을 예측
한다. 반면, 조형규(2006)의 각도 가중 ERAM 모델은 경로를 선택하는 실제 보행
환경을 최단 경로나 최단각도 경로가 아닌 임의보행 경로 환경으로 보고 각도 가중
치를 ERAM 모델에 적용하여 각도 가중 ERAM 지표를 구함으로써 임의보행 공간
네트워크에서 각도라는 연결속성을 통해 보행량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공간분석이
론들은 단순히 공간 깊이와 공간 간 인접 각 등의 물리적 공간구조의 연결 관계와
보행량 사이의 관계를 다룬 것이 아니다. 보행량은 공간 네트워크 내에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비용과 물리적 비용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간분석이론은 공간 네트워크의 연결구조 내에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방향전환
의 횟수와 방향전환 각도의 크기와 같은 심리적 비용, 물리적 힘에 의한 물리적 비
용과 보행량과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다음 [그림3-2]와 같다.
14) 보행거리(s)는 보행속도(v)와 보행시간(v)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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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간분석학에서는 공간구조 자체의 공간 깊이와 공간 인접 각과 같은 물
리적 연결속성과 보행량 사이의 관계를 다루기보다 공간구조 연결속성에 대해 인
간이 경험하게 되는 공간연결구조에 내재 된 심리적, 물리적 속성 등을 다루어야
하고, 이를 통해 보행량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구조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내재속성에 대해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을 위한 조건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그림 3-2 보행량과 영향인자의 관계

3.1.4. 분석 조건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을 분석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
간분석학에서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 각도 가중치 이론, 각도 가중 ERAM 모
델의 각도 가중치 이론들이 공간분석을 위해 적용하는 지표들의 특성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공간분석이론들이 다루는 지표들은 크게 측정단위, 공간 간 연결속성의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에서의 측정단위는 동일척도로 단위가 표준화되어
야 한다. 공간구문론에서는 방향전환 횟수를 공간 깊이로 나타내고 있으며, 방향전
환이 일어난 경우, 공간 깊이는 1이 되며, 이를 에지로 나타낸다. ERAM 모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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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연결유무, 즉 인접 여부에 따라 노드와 노드가 연결 값으로 1 또는 0의 값
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인접 여부의 판단기준도 결국 방향전환의 유무라는 것에 귀
결된다. 결국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은 방향전환 유무에 따라 공간 간의 인접여
부를 판단15)하며 1과 0의 동일한 척도를 부여한다.
각도 가중치 이론과 각도 가중 ERAM 모델과 같은 각도 가중치 이론은 공간구문
론과 ERAM 모델에 기초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방향전환 시 회전각의 크
기를 각도라는 동일 가중치 척도로 나타낸다. 하지만 기존 공간분석이론들은 2차
원 동일 평면상의 공간들을 분석하기 위한 척도로 수직ㆍ수평 공간의 연결구조를
갖는 공간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직ㆍ수평 공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
여 공간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구문론이나 ERAM 모델에 가중치 적용이 필요
하나 각도 가중치로 수직ㆍ수평 공간연결 관계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즉, 수평 공간에서 발생하는 방향전환에 의한 회전각 변화와 수직ㆍ수평 공
간에서 발생하는 방향전환에 의한 각도 변화는 다르므로 수평 공간과 수직 공간에
각도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둘째, 공간 간의 연결속성은 인간이 보행 중에 체감하는 공간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여야 한다. 공간구문론에서는 방향전환의 횟수16)를 공간 이동성에 영향
을 주는 인자로 본다. 즉, 방향전환이 일어날 경우, 공간 깊이 1을 부여하는데, 결
국 공간 깊이 값이 커지는 공간일수록 이동성은 떨어지게 되고, 통합도 값이 낮게
되어 보행량이 낮아지게 됨을 예측한다. ERAM 모델은 방향전환에 따라 노드와 노
드 간의 인접여부가 발생하며 임의 보행환경에서 인접 노드가 갖는 연결도에 따라
공간 이동성이 달라지게 된다. 반면, 각도 가중치 이론과 각도 가중 ERAM 모델과
같은 각도 가중치 이론은 방향전환 시 회전각의 크기를 공간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본다. 회전각의 크기가 클수록 약한 연결이 되어 이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회전각의 크기가 작을수록 강한 연결이 되어 이동성이 높아진다.
셋째, 경계효과(edge effect)17)를 줄이면서 사람들의 공간이동을 나타내는 지표
로서 3단계까지 연결된 노드들만을 대상으로 한 국부적 지표를 산출할 수 있어야
15) 방향전환이 일어날 경우에 두 개의 공간으로 분할되며 인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16) 어떤 노드에서 다른 노드에 도달하는데 발생하는 방향전환의 횟수이며, 방향전환시 공간깊이 값을 갖게 되
어 이동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노드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방향전환과는 구분된다.
17) 경계효과(edge/border) effect)란 특정 공간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공간적 범위를 재현 대상으
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정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단위 공간들과 상대적으로 밀접
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범위 내 단위 공간들에 의해 그 공간분석 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의미한다(조형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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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림3-3]과 [그림3-4]에서처럼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은 방향전환이
발생할 때마다 공간 간의 깊이 또는 인접도 값으로 1을 부여하기 때문에 3단계의
위상 거리, 즉 3개의 에지(edge)들로 구성된 공간들을 분석할 수 있으며, 각도 가
중 ERAM 모델도 ERAM 모델에 각도 가중치를 적용한 것으로 노드에 가중치를 부
여함으로써 3단계의 위상 거리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림3-5]에서처럼 각도
가중치(Angular Analysis) 이론은 공간 깊이에 각도라는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3
단계의 위상거리가 어디까지인지 정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 3단계의 국부적 지
표 산출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노드와 에지 사이의 관계와 가중치 적
용 유무를 통해 공간분석이론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은 연결유무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공간구문론
은 [그림3-3]에서처럼 가중치가 에지에 부여되고, ERAM 모델은 [그림3-4]에서
처럼 노드에 부여된다.

그림 3-3 공간구문론

그림 3-4 ERAM 모델

따라서 각도 가중치(Angular Analysis) 이론은 공간구문론에 각도 가중치를 부
여하는 것으로 [그림3-5]에서처럼 가중치를 에지에 부여하게 되어 3단계의 위상
거리를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각도 가중(angular) ERAM 모델은 ERAM 모델에 각
도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림3-6]에서처럼 노드에 가중치가 부여되기 때문
에 3단계 위상 거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5 각도 가중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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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각도 가중 ERAM 모델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직ㆍ수평 공간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 조건에 따라 기
존 공간분석이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3-3]과 같다.

표 3-3 수직 및 수평 공간분석을 위한 기존 공간분석 이론 비교
공간분석모델

공간
구문론

각도
가중치

ERAM

각도 가중
ERAM

수평공간

○

○

○

○

수평공간&
수직공간

×

×

×

×

분석조건
측정척도

표준화

연결
속성

공간접근성

○

○

○

○

국부적
속성

단계별 이동

○

×

○

○

3.1.5. 수직ᆞ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 인자 도출
수직ㆍ수평 공간분석을 위한 지표 조건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공간분석이론
들의 각 측정지표들은 수직ㆍ수평 공간에 동일하게 적용시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절에서는 기존 공간분석이론들의 측정지표 조건을 충족하면서 수직ㆍ수
평 공간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서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제안하여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직ㆍ수평 공간에 동일척도 단위를 적용하면서 수직ㆍ수평 공간을 분석
할 수 있는 지표 조건과 관련해서 보행에너지 가중치는 보행 중에 소모되는 에너지
로서 수직 공간이동에서 소비되는 보행에너지와 수평 공간이동에서 소비되는 보행
에너지의 단위는 에너지(J)의 동일척도로 측정될 수 있다.
둘째, 공간 간의 연결속성은 인간이 보행 중에 체감하는 공간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여야 한다는 지표 조건에서 수직ㆍ수평 공간구조에서 소비되는 보행에너

49

수직ᆞ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을 위한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 모델 구축 및 적용

지양에 따라 보행 이동성을 다르게 체감하고,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에서 서로 다
르게 소비되는 에너지양으로 이동성의 차이를 체감하게 된다.
셋째, 공간구조 연결속성의 가중치를 주더라도 경계효과(edge effect)를 줄이면
서 사람들의 공간이동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3단계까지 연결된 노드들만을 대상으
로 한 국부적 지표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표조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ERAM 모델은 3번의 에지를 거친 보행에서 각 보행마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대
적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ERAM 모델에 적용할 경우
3번의 에지를 거친 보행에서 각 보행마다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보행에너지는 수직ㆍ수평 공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속성을 갖추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조건을 충족한다.

3.2. 보행에너지 가중치 산정 모형
공간 네트워크에서 인간은 보행 중에 소비되는 에너지양에 따라 이동성의 차이
를 체감하게 되고, 이는 공간별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에너지의 양은 물
리적 힘과 이동거리 및 시간에 의해 좌우된다. 본 연구는 공간구문론에서 다루는
방향전환의 횟수와 각도, 물리적 거리의 연결속성을 공간구조 내에서 인간이 보행
중에 소모하는 에너지양으로 정량화하여 공간구조의 보행량을 예측하는 분석 모델
을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하고자 한다.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ERAM 모델에 적용하여 수직ㆍ수평 공간분석을 위해서는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에서 보행 시 소비되는 에너지양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여
기서 에너지양은 판돌프 외(1977)가 에너지 소비량 측정법(WEE, Walking
Energy Expenditure)을 제안한 순수 생리학적 소비에너지양이 아니라 방향전환,
계단이동 등의 공간에서의 보행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소비량을 반영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에서의 보행특성을 고려하여 방향전환 횟수,
각도 변화, 이동 거리, 체류 시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모형식을
구축하여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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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의 보행에너지 가중치 산정 모형
본 절에서는 수평 공간구조에서 발생하는 방향전환, 직선 이동, 정지 등의 보행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하여 공간구조 내의 보행량을 예측하기 위한
에너지 가중치 모형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평 공간구조에 대해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속성으로 공간구조의 보행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평 공간에서 발생하
는 보행에너지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수평 공간에서의 보행 활동에
따라 소비되는 보행에너지는 이동 상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와 정지상태에서 소비
되는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 [표3-4]와 같다.

표 3-4 수평공간 내 보행 활동 및 보행에너지 유형
공간
활동

수평공간

직선보행, 회전보행

물리적 보행에너지

정지

생리적 보행에너지

[그림3-7]과 같이 수평 공간에서 이동 상태일 때 소비되는 보행에너지(J)는 힘
(F)과 이동 거리(S)의 곱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그림3-7]에서 1-2-3-5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에너지 소비량은 F(A+B)이고, 1-4-5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에너지 소비량은 F(a1+a2+b1+b2)이다.

그림 3-7 방향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보행에너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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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의 보행 시 보행력(F)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두 개의 경로 모두 물
리적 거리(S)는 동일하므로 수학적 힘(F)과 이동 거리(S)의 곱에 의한 에너지 스칼
라양은 같게 된다. 하지만 공간구문론에서는 1-2-3-5지점을 거쳐서 이동하는 경
우의 공간 깊이가 1-4-5지점을 거쳐서 이동하는 경우의 공간 깊이보다 크므로 이
동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4번 지점을 거쳐서 이동하는 경우보다 2번-3번 지점
을 거쳐서 이동하는 경우가 방향전환 횟수가 많아 공간 깊이 값이 커지고, 이는 이
동성이 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 이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
리적 거리와 함께 방향전환의 인자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1) 수평공간 내 회전보행력 가중치
보행에너지 관점에서 방향전환은 회전에너지를 의미하며, 회전에너지는 회전보
행력(Fr)과 단위 이동 거리(S)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회전보행력(Fr)은 단위 보행
력(ma)과 회전 각변위(r)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3-8]에서 단위 보행력
을 ma로 가정할 경우, 회전에 따른 보행력의 크기는 ma×r이 되며, 최초 보행 이동
에 대해 r만큼 방향전환을 할 경우, 소요되는 총 힘의 크기는 ma(1+1×r)이 된다.

그림 3-8 단위보행력과 회전보행력

최초 이동 방향에 대한 방향전환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방향전환에 따른 회전보
행력은 이전 회전보행력에 대해 누적 소모된다. 따라서 두 번째 방향전환을 할 경
우의 회전보행력은 첫 번째 방향전환에 의한 회전보행력 (1+r1)ma에 대한 회전각
변위 (1+r1)ma×r2가 발생해 두 번째 회전보행력은 (1+r1)(1+r2)ma가 된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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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식   

   회전보행력  
  이동방향에 대한 회전각비    
  신체무게  
  평균보행가속도    

[식3-1]에서 각각의 F를 합하면, [식3-2]와 같다.

            ⋯   
             ⋯
              




식   



     

    



  회전보행력  
  회전각비가중치
  신체무게  
  평균보행가속도    

그런데, 보행 시 방향전환 각이 일정 각도 이상일 경우, 이동성이 현저하게 낮아
지게 된다. 이에 대해 조형규(2006)는 공간 간 인접각도가 90° 이하일 경우는 가
중치를 sinθ(0~1사이값), 90° 이상 180° 미만일 경우 4-3sinθ(1~4사이값)를 적
용하여 일정 각도 이상의 경우 가중치가 현저하게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이동성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조형규(2006)가 제안한 공간 인접 연결각에 의한 각도
가중치와 방향전환 각에 의한 회전각 변위 가중치는 공간의 이동성에 대해 상반된
개념을 가지므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공간 인접 사이각에 의한 각도
가중치는 물리적 공간구조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방향전환 각에 의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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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각 변위 가중치는 보행 이동 방향 측면에서의 이동의 용이성을 살펴본 것이란 점
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3-9]는 공간 인접각도에 따른 각도 가중치를 나타낸 그래프로써 인접 각도
가 90°일 때 각도 가중치는 1이며, 138°, 150°, 180°는 각각 2, 2.5, 4가 되어, 약
138°부터 각도 가중치가 현저히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림 3-9 공간 인접각도와 각도 가중치

여기서 [그림3-10]과 같이 공간 인접각도는 인접공간 간의 사이연결각을 의미
하는 것으로 물리적 공간구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공간의 인접사이각이 30°
인 공간구조보다 인접사이각이 150°인 공간구조가 연결성이 더 강하며, 인접사이
각이 150°인 공간구조의 이동 용이성이 훨씬 더 나아지게 된다. 또한, 공간 간 인
접사이각이 90°일때는 각도 가중치가 1이지만 138° 일때는 가중치가 2가 되어 각
도 가중치가 현저히 증가하는데, 이것은 사이각이 일정각도 이상부터 이동성이 현
저히 좋아짐을 의미한다.

그림 3-10 공간 인접각도와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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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행의 관점에서는 방향전환 각도가 작을수록 이동성이 더 좋아진다는
점에서 공간 간 인접사이각에 의한 각도 가중치와는 상반된 특성을 갖는다.
[그림3-11]은 방향전환(θ)에 의한 회전 각변위 가중치를 θ/180로 가정한 것으
로 방향전환 각이 30°인 공간구조가 방향전환 각이 150°인 공간구조에 비해 이동
성이 더 용이해진다.

그림 3-11 방향전환 각도와 이동성

결국, 조형규(2006)는 물리적 공간구조 관점에서 공간 간 인접 사이각이 일정각
도 이상일 때 이동성이 현저히 좋아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각도 가중치도 90°
일 때 가중치가 1이나, 180° 일때는 가중치가 4로 90°의 가중치의 4배가 되는 것
으로 설정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보행 측면에서는 이동 방향에 대해 방향전환 각도가 발생할 경우
회전보행력에 의해 이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방향전환 각도와 이동성을 선형 반비례 관계로 가정하여 회전각 비에 의한 가중치
(0-1)로 적용하였다. 사실, 각도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보행에서도 일정 각도 이상
방향전환이 발생할 경우, 이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므로, 일정 각도 이상부터
가중치의 차이를 더 많이 주어야 하나, 이것은 후속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한편,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회전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방
향(왼쪽방향-왼쪽방향-왼쪽방향)의 연속적인 이동에 비해 지그재그(왼쪽방향-오
른쪽방향-왼쪽방향)의 연속적 보행 이동성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거리의 간격을 두고 방향전환을 할 경우, 회전 방향이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거리의 간격을 두고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는 공간환
경을 전제로 하므로, 회전 방향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것은 4장에서 공간
그래프로 3차원 공간 네트워크 구조 재현 시에 격자점 간 거리를 통해 반영하였다.
따라서 방향전환에 따른 회전각도 가중치는 절대치값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방향전환 각도와 이동성을 선형 반비례 관계를 가정하여 회전보행력을
구하면, 다음 [식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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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   




    


    

  회전보행력  
  회전각비가중치    
  신체무게  
  평균보행가속도    

여기서, r은 이동 방향(180°)에 대한 회전각(θ)의 비로 각도 가중치 값(θ/18
0)18)을 의미하며, 방향전환 각이 커지거나 방향전환 횟수가 많아질수록 회전보행
력은 [그림3-12]와 같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3-12 수평공간 내에서의 회전보행력

이러한 회전보행력의 기하학적 힘의 크기 변화량은 [그림3-13]과 같다.

18) 본 연구는 수직ㆍ수평 공간분석을 위해 에너지 단위(J)를 이용하여 공간 내 보행활동에 의해 소모되는 에너
지양의 상대적 크기로 가중치를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동 방향에 대한 회전각 비를 이용해 누적되는
회전보행력의 에너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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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회전보행력 가중치의 기하학적 힘의 크기 변화량

(2) 회전보행에너지 가중치
이상에서 같이 방향전환에 의한 회전보행력(Fr)에 대해 이동 거리(S)가 발생할
경우, 회전보행에너지를 구할 수 있으며, 회전보행에너지(Fr×S)를 구하는 산식은
[식3-4]와 같다.





 

  × 

식   

  방향전환에 의한 회전보행력  
  보행거리  
[식3-4]에 [식3-3]의 회전보행력을 대입하면, [식3-5]가 된다.
[식3-5]는 박근송(2013)이 제안한 [식2-3]의 공간 깊이 산식을 수학적ㆍ기학
적으로 증명하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식3-5]는 방향전환의 각도 가중 인자와
물리적 거리의 인자가 종속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관계인지에 대한 설명
이 여전히 부족한 문제를 갖는다. 방향전환 시 발생되는 회전보행력이 전체 이동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나, 실제 보행환경에서는 회전보행력(Fr)과 직선
이동력(Fs)은 독립적인 관계로 누적된다. 즉, 방향전환 시 회전보행력이 직선이동
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전보행력과 직선이동력이 독립적으
로 누적되어 이동성 체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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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식   




                ⋯




  방향전환에 의한 회전보행력  
   보행거리  
   회전각 deg    
  신체무게  
  평균보행가속도    

물론, 방향전환 직후 직선 보행 시 회전보행력이 직선 이동 초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나 회전보행력이 직선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이 두 개의
보행력 인자는 독립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보행 이동 중에 소
모되는 보행력은 [식3-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수평공간보행력  
  수평공간 회전 보행력  
  수평공간 직선 보행력  

(3) 수평공간 이동상태의 보행에너지 가중치
이동 거리(S)가 발생할 경우, 회전보행력(Fr)에 대해서는 단위 이동 거리(Su)에
대한 회전보행력이 누적되어 회전 보행에너지(Fr×Su)가 되고, 직선 이동시에는 이
동 거리(Sh)에 대해 단위 직선이동력(Fu)인 ma가 누적되어 직선 보행에너지
(Sh×Fu)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보행에너지 산식으로 나타내면 [식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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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보행 에너지  
 회전 보행력  
 단위직선 보행력  
 단위보행거리 
 보행거리  

앞의 [그림3-7]에서는 1-2-3-5경로와 1-4-5경로의 두 경로에 대해 에너지 소
모량의 차이가 없었으나. 위 산식을 적용하여 보행에너지 소모량의 차이를 비교하
면 [그림3-14]와 같다.

그림 3-14 방향전환에 의한 회전보행력을
고려한 보행에너지 비교

단위 보행력(ma)을 1로 가정할 경우, 1-4-5 경로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은 5.5
J19)이고, 1-2-3-5 경로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은 11.125J20)로 방향전환과 물리적
거리에 따라 소비되는 에너지양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보행 중에 체감하는 이동
19) 5.5J = {(1+90/180)×1+[(1×2)+(1×2)]}
20) 11.125J = {(1+0.5)×1+(1+0.5)2×1+(1+0.5)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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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즉, 방향전환이 1회 이루어진 경로와 방향전환이 3회 이루어진 경로에 대해 동
일한 물리적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방향전환 각도의 크기가 커지고 횟수가 많아질
수록 소모되는 에너지양은 커지고,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은 경로일수록 이동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경로를 택하게 된다. 즉, 보행 중에 소모되는 에너지양을 통
해 공간구조 내의 방향전환과 직선 이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수평 공
간에서 보행 중에 방향전환과 직선 이동을 통해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식3-8]
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식3-7]에서의 회전보행력(Fr)은 [식3-3]을 적용하고,
단위 직선이동력(Fu)은 ma이므로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식3-8]과 같다.



    



 






     

 

 






     


    

식   

 



 

 

 



 보행 에너지  
 회전 보행력  
 단위직선 보행력  
 단위보행거리 
 보행거리  
  신체무게    엘리베이터 승강인원 인 평균무게
 평균보행가속도     








여기서, m은 신체무게이며, 평균 보행가속도(a)에 대해서는 박세진 외(2007)는
10대에서 60대까지 한국인 남녀를 대상으로 보행속도를 실험 조사한 결과, 연령별
평균 보행가속도(a)는 약 1.4m/s2 임을 보여주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 값을 평균 보
행가속도로 적용하였다.

(4) 수평공간내 정지상태를 고려한 보행에너지 가중치
[식3-8]은 보행 시 소모되는 에너지양을 기준으로 이동성을 판단한 것으로 정지
상태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물리적 거리를 갖는 두
경로에 대해 정지상태가 발생하는 경로에 대해 소모되는 에너지양이 더 크며, 이를
통해 이동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지상태가 발생할 경우,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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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거리 인자로는 소모되는 에너지양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
에 대해 보행 중일 경우, 이동 거리의 속성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정지상태에서의 이
동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인자로 시간 비용 인자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림3-15]에서와 같이 이동 중일 경우에는 이동거리에 따라 이동시간은 길어
지나, 정지 시에는 이동거리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시간에 따라 총 이동
시간은 달라지므로 이동시간의 차이는 이동성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즉, 정지하
더라도 정지시간 동안에 소모되는 에너지양의 크기에 따라 이동성의 차이를 구분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15 보행시간과 보행거리의 관계

보행 중에 소모되는 힘(F)과 이동거리(S)에 의해 구한 에너지 함수식에서 이동거
리(S) 대신에 시간(T)로 치환할 경우 에너지(E) 함수식은 다음 [식3-9]와 같다.

     ∙    ∙  ∙ 

식   

즉, 보행중일 경우에는 이동거리에 의해 소모되는 에너지양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나 정지 시에는 S=0이 되어 소모되는 에너지양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지 시에 소모되는 에너지양은 기존 에너지 함수식 외에 판돌프 외(1977)가 제안
한 에너지 함수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판돌프 외(1977)가 제안한 생리학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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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에너지 소비량(WEE, Walking Energy Expenditure)인 보행 중에 소모되
는 신진대사율(watts, J/S)은 [식3-10]과 같다. 그리고 [식3-10]의 신진대사율
(W)에 시간인자(T)를 곱하면 소비되는 에너지양을 구할 수 있다.




                     

식   

  신진대사율 또는      
  신체무게  
  이동하중  
  속도  
  경사율  
  지형요인 또는 마찰계수

[식3-10]에서 정지할 경우 소비되는 에너지는 1.5m(Watts, J/s)로 이를 통해
정지 시 단위시간(s)당 소비되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행력(F)과 이동거리(S)의 관계식은 정지 시 소모되는 에너지양을 구할
수 없으므로 정지시간(T)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양을 구하기 위해 [식3-8]를 보행
력(F)과 시간(T)의 관계식인 [식3-9]를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그리고 이를 [식
3-10]에서 정지시간에 소모되는 신진대사율에 의한 에너지소모량(1.5m)과 함께
나타내면 [식3-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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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직 연결 네트워크 공간의 보행에너지 가중치 산정 모형
본 절에서는 수직 공간구조에서 발생하는 방향전환, 경사면 보행, 정지 등의 보
행특성을 반영한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산출하여 공간구조 내의 보행량을 예측하기
위한 에너지 가중치 모형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간구조에서 수직공간은 계단, 엘
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로 계단의 경우 방향전환에 의해 층간 이동이 일어나는 수
평부와 경사면 보행을 하는 경사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3-16]과 같다.

그림 3-16 수직공간 유형 분류

수직 공간구조에 대해 보행 중 인간이 소비하는 보행에너지의 속성으로 공간구
조의 보행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직 공간에서 발생하는 보행에너지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수직 공간에서의 보행활동에 따라 소비되는 보행에너지
는 보행상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와 정지상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 [표3-5]와 같다.
표 3-5 수직공간 내 보행 활동 및 보행에너지 유형
공간
활동
회전 보행, 경사면 보행
정지

수직공간
물리적 보행에너지
생리적 보행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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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공간내 회전보행력
수직 공간에서 소모되는 보행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직 공간이동 시
소모되는 보행물리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간에서 계단에서의 층간 이동시 경
사각에 의한 이동에 대해 방향전환에 의한 회전보행력이 발생하며, 이 회전보행력
은 앞 절에서 구한 회전보행력 함수식인 [식3-3]으로 구할 수 있다. 즉, 계단부 이
동시 최초 이동방향의 단위 이동력(ma)에 대해 180도 방향의 회전이 발생하며, 이
때의 회전보행력(Fr2)은 ma(1+r1)이 된다. 층간 이동을 할 때마다 이러한 회전보행
력은 누적되고 이 힘(Fr)은 [식3-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기하학적으로 표현하
면 [그림3-17]과 같다.

   
      
            ×         

식   

⋯

       ⋯           

그림 3-17 수직공간 내 회전보행력

수평부에서의 평균보행가속도(a)를 1.4m/s2로 적용하면, [식3-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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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 대해 층간 이동시 발생하는 회전보행력(Fr)은 매 회전마다 180도 방향
으로 바뀌므로 회전각비는 180/180이 되고, 이것은 다음 [식3-14]로 나타나고,
이 힘의 변화량은 [그림3-18]과 같다.

    × 




             × 


⋯
    ×   

          × 





 



    



 

식   

 

그림 3-18 수직공간내 회전보행력 크기 변화량

(2) 수직공간내 경사면보행력
경사면에서의 보행력은 마찰력을 무시할 경우 [그림3-19]와 같이 mgsinθ가 된다.

그림 3-19 계단에서의 보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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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부에서의 층간이동에 의한 수직이동시 소모되는 물리적 힘(Fv)은 방향전환
에 따른 회전보행력(Fr)과 경사부 보행력(Fi)이 있으며, 두 힘은 앞 절에서 수평 이
동공간에서의 회전보행력과 직선보행력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 독립적인 관계
를 이루며, [식3-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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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sin  

 



 ≤ sin  ≤  

  수직공간 보행력  
  수평부회전보행력  
  경사부 보행력  
  건물층수

위 식을 이용할 경우 경사각이 다른 두 수직 공간에서의 물리적 힘의 차이를 통
해 어떤 공간이 이동성이 떨어지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20 계단 경사각 30도와 60도의 이동성 비교

[그림3-20]에서는 동일한 수평투영거리를 갖지만 경사각이 30도와 60도로 각
각 다른 경우, 소모되는 물리적 힘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 17.5N2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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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N22)으로 경사각이 60도인 수직 공간의 물리력이 더 크며, 이는 경사각 큰
공간이 에너지소모량이 더 많이 소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수직공간 이동상태의 보행에너지 가중치
한편, [그림3-21]에서는 수평면의 투영거리가 동일하더라도 경사각이 θ만큼 커
질수록 보행거리는 수평면 투영거리에 대해 1/cosθ 만큼 증가하므로 소모되는 에
너지양은 경사면의 개수(n)에 대해 n/cosθ만큼 커지게 된다.

그림 3-21 경사각에 따른 경사면 이동 거리의 변화량

이것은 보행거리도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경로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간구조 내
에 보행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물리적
힘과 이동 거리는 경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공간구조에서 소
모되는 에너지양을 구하는 인자이므로, 이 두 개의 인자가 공간구조에서 경로선택
에 미치는 영향을 수직 공간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양으로 환산하여 정량적으로 파
악할 수 있다. 수평 공간과 마찬가지로 수직 공간에서 소모되는 보행에너지를 보행
력(F)과 이동 거리(S)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식3-16]과 같다.

21) 17.5N = 1.4m*(7+7*3*sin30°〫), 여기서 17.5N은 두 경사각의 보행력 절대값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
이므로 1.4m의 값은 제외하였다.
22) 25.18N = 1.4m*(7+7*3*sin60〫°), 여기서 25.18N은 두 경사각의 보행력 절대값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1.4m의 값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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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보행력(Fr)에 대해서 이동거리(S)가 발생할 경우 단위 이동거리(Su)에 대한
회전보행력이 누적되어 회전 보행에너지(Fr×Su)가 되고, 직선이동시에는 보행거리
(Sv)에 대해 단위 직선보행력(Fu)인 mgsinθ가 누적되어 직선 보행에너지(Fu×Sv)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 9.8m/s2 이다.
[그림3-22]와 같이 경사각과 경사면 수평 투영 거리가 다른 경우, 직관적으로
이동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45도 경사각에 수평 투영 거리가 8m인 수직 공간과
60도 경사각에 수평 투영 거리가 4m인 수직 공간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식
을 적용할 결과, 신체무게인 m을 67kg으로 가정할 경우23), 경사각이 45도인 수직
공간은 보행에너지소비량이 16,415(J)24), 경사각이 60도인 수직 공간은 보행에너
지소비량이 14,303.8(J)25)로 나타났다.

23) 승강기 엘리베이터 1인당 평균 신체 무게 기준임.
24) 16,415(J) = 1.4×67×{((23-1)×1)+(7×3×tan45°×8)}
25) 14,303.8(J) = 1.4×67×{((23-1)×1)+(7×3×tan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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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경사각과 이동 거리가 다른 경우

이 결과로 45도 경사각을 가진 수직 공간이 오히려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이동
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사각의 크기 변화에 비해 경사면의 보행거
리의 영향을 더 받아 이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철도역사, 공항, 버스터미널, 백화점, 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건축물의 실제 보행환
경에서는 유동인구의 흐름 정체나, 엘리베이터 대기 등 접근 방식에 따라 정지시간
이 발생하며, 정지시간만큼 체감하는 이동성이 달라져 경로선택의 요인이 되고, 공
간별 보행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각층을
연결하는 수직 공간에서는 정지상태에 의해 이동을 하게 되므로 정지상태는 수직
ㆍ수평 공간의 연결속성을 분석을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된다.

(4) 수직공간내 정지상태를 고려한 보행에너지 가중치
그러나 위 식에서 제시한 에너지 함수식 인자인 물리적 힘(F)과 거리(S)의 변수
에서는 정지상태의 속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지상태에서는 물리적 거
리(S)의 변화가 없지만 정지시간(T)이 발생함에 따라 체감하는 이동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지상태의 이동성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 비용 인자(T)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간 비용 인자(T)를 반영할 경우, 보행 중 이동시간(T)을 통
해 물리적 이동거리(S)를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지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정
지상태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양(E)을 통해 이동성의 차이를 정량화하여 공간구조별
보행량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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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상태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양(E)을 산출하기 위해서 정지상태에 작용하는 물
리적 힘(F)과 시간(T)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지상태에 작용하는 물리적
힘(F)은 [식3-17]과 같다.

  

식   

  정지마찰력  
  정지마찰계수
  신체무게  
  중력가속도    

정지상태에서 작용하는 물리적 힘은 정지상태에서 지면에 대한 최대정지마찰력
(μmg)과 보행가속도에 의한 보행력(ma)이 같게 될 때 이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
대정지마찰력이 작용할 때의 물리적 힘을 정지상태에 작용하는 힘으로 보면, 최대
정지마찰계수(μ)을 구하는 식은 [식3-18]과 같다.


     


식   

g는 중력가속도 9.8m/s2이고, 평균 보행가속도(a)는 1.4m/s2이므로 중력가속도
(g)와 보행가속도(a)의 관계식은 [식3-19]와 같다.

  

식   

[식3-19]를 [식3-18]에 대입하면, [식3-20]에서처럼 최대정지마찰계수(μ)를
구할 수 있으며, 이 최대정지마찰계수(μ)를 [식3-17]에 대입하면 정지상태에서 작
용하는 보행력(F)는 [식3-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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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판돌프 외(1977)의 WEE 모형에서 수평 공간구조에 대해 정지 시 단위
시간당 소모되는 에너지 계수인 1.5m26)와 거의 근사한 값을 갖는다. 물론 물리적
힘(F)에 시간(T)을 곱한 값이 에너지양(J)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간 비용을 고려하
여 소모되는 에너지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힘(F)에 속도(V)와 시간(T) 비용
인자가 곱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지상태에서는 속도가 0이거나 0에 가까운 상태인 점을 감안할 경우 속
도를 보정하여 산출한 물리학적 에너지소모량은 판돌프 외(1977)가 제시한 정지
상태에서 소모되는 생리학적 에너지의 양에 근사하므로 본 연구에서 물리학적 관
점에서 제시하는 에너지 소비 모형이 객관적임을 뒷받침하는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동거리를 보행속도(V)와 시간 비용 인자(T)로 치환하고, 정지상태에
소모되는 에너지양을 WEE 모형에서 정지 시 소모되는 에너지양으로 반영하여 수
직 공간에서 소모되는 보행에너지양(J)의 함수식을 나타내면 [식3-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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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무게  엘리베이터 승강 인원 인 평균무게
  단위시간당 회전각속도 
  단위회전시간 
  중력가속도   
  수평보행가속도  
  올라갈때 보행속도 
  내려갈때 보행 속도 
  경사부 층간보행시간 
  수평투영거리 보행시간
  정지시간 
   경사면에 대한 수평투영 거리 
  건물층수

여기서, vt는 단위시간당 회전각속도에 의한 이동거리로 단위는 미터(m)이며,

26) 1.5m=1.5watts/kg (1watts=1J/S) (m은 신체무게, 즉, 엘리베이터 승강인원 1인당 평균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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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1은 회전보행력으로 힘의 단위(N)이다. 계단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보행속도
에 대해 최준호 외(2009)는 평균 보행속도 1.31m/s일 때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
보행속도를 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각각 1.04m/s, 0.73m/s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평균 보행속도에 비해 각각 0.79배, 0.66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평균
보행속도는 1.4m/s이므로 이를 보정할 경우27)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의 보행속도
는 각각 1.106m/s, 0.924m/s이다.
[그림3-22]에서는 45도 경사각에 경사면 수평 투영거리가 8미터인 수직공간과
60도 경사각에 경사면 수평 투영거리가 4미터인 수직공간에서의 보행에너지소모
량을 비교한 결과, 수평 투영거리가 8미터인 수직 공간에서 에너지소모량이 더 많
아 경사각보다 경사면 이동거리의 영향을 더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대해 45도 경사각의 수직 공간에서 정지시간이 발생할 경우, 이동성의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지시간이 어느 정도일 때 이동성의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
기 어렵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에너지소모량 산식을 적용할 경우, 이동
성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직 공간 에너지 가중 모형식을
적용한 결과, 45도 경사각의 수직공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양은 16,415(J)28)이고,
60도 경사각을 갖는 수직공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양은 14,303.8(J)29)이나, 60도
경사각을 갖는 수직 공간에서 정지시간이 21초30)일 때 에너지소모량이 같아지게
된다. 즉, 60도 경사각을 갖는 수직 공간에서 21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소모량이 45도 경사각을 갖는 수직 공간에 비해 커지게 되고, 이는 보행 중
체감하는 이동성에 영향을 주고, 결국 공간별 보행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7) 1.4m/s×0.79 = 1.106m/s, 1.4m/s×0.66 = 0.924m/s
28) 산식 계산시 신체무게는 엘리베이터 승강인원 1인당 신체무게질량 67kg을 적용한 것으로 계산결과는 다음
과 같다.
16,415(J) = 1.4×67×{(23-1)×1+3×7×tan45°×1.4×(8/1.4)}
29) 14,303.8(J) = 1.4×67×{(23-1)×1+3×7×tan60°×1.4×(4/1.4)}
30) 1.4×67×{(23-1)×1+7×3×tan60°×4)}+(1.5×67×T)=1.4×67×{(23-1)×1+7×3×tan45°×8)}의
등식을 계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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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소결
본 연구는 기존 공간분석이론들이 단순히 공간구조가 갖는 공간 깊이와 인접각
등의 물리적 공간구조의 연결속성과 보행량 사이의 관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공간
네트워크에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방향전환의 횟수와 방향전환 각의 크기 등 심
리적 비용 인자가 공간 깊이와 각도 가중치로 반영되어 경로선택을 하고, 결국 보
행량과의 상관관계를 이룬 것임을 전제로 했다는 것을 밝히고, 수직ㆍ수평 연결 네
트워크 공간 내에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방향전환 횟수와 방향전환 각의 크기,
시간 등을 보행물리력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로서 보행에너지양을 산출하는
모형식을 제시함으로써 보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본 연구에서 에너지 척도 단위를 적용한 것은 단순히 보행 중에 소모되는 에너지
양의 크기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평 공간에서 경험하는 방향전환 횟수,
회전각의 크기, 이동 및 정지시간, 보행물리력 등 보행량에 영향을 주는 공간 이동
성 인자를 반영하고, 수직ㆍ수평 공간의 연결속성을 걕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
이다.
또한, 기존 공간분석이론은 2차원 동일 평면상 공간 간의 관계만을 다루어 보행
량을 예측하거나 수직ㆍ수평 공간 네트워크 연결속성의 가중치를 주관적이거나 임
의적 설정으로 분석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는 정량적 측정된 보행에너지 가
중 모형을 통해 수직ㆍ수평 공간 연결속성을 정량적 에너지양으로 산출하여 공간
구문론이나 ERAM 모델 등에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서 임의 보행환경을
갖는 개방형 평면구성 등의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에서 보행량을 예
측하는 객관적 공간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존 공간구문론, ERAM 모델, 각도 가중 ERAM 등 공간분석이론이 갖
는 보행량 예측력을 보다 향상시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3장의 보행에너지 가중 모형식을 이용하여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 내의 임의 보행환경에서 보행량을 예측하며 기존 공간분
석이론들이 갖는 보행량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분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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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RAM 모델의 보행에너지 가중치 적용 검토

4.1.1. 기존 가중치 관련 공간분석 연구 검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공간구문론의 유효성이 검증된 이후 공간분석기법 자체의
물리적 공간에 내재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중치 개
념’이 도입되었다. 터너(2001)는 공간구문론에 ‘각도 가중’ 개념을 도입시켰고, 힐
리어 & 아이다(2005), 터너(2007), 김민석 외(2017)는 ‘거리 가중’ 개념을 도입하
였다. 그리고 공간구문론에 비해 가중치를 부여하기 적합한 공간분석기법으로
ERAM 모델에 각도와 거리를 가중치로 부여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조형규(2006
는 ERAM 모델에 ‘각도 가중’ 개념을 도입했고, 박근송 외(2014)는 ERAM 모델에
‘거리 가중’ 개념을 도입시켰다. 박근송 외(2016)는 ERAM 모델에 각도와 거리를
동시에 가중치로 부여하는 방법도 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공간분석기법에 각도와 거리를 가중치로 하는 방법은 수평적인 공간
분석에 해당되는 공간분석이다. 그러나 현대 건축물은 대부분 다층구조로 되어 있
어 3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 각 공간의 이동성을 정량화하는 가중 공간분석기법이
필요하다. 또한, 각도와 거리를 가중치로 부여하는 방식은 공간에 대한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영향만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공
간에 대한 이동성은 이동 주체인 인간의 영향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 인간의 이
동과정은 공간 간 인접각도와 거리의 내재적 속성을 갖는 물리적 공간구조 내에서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 이동과 정지(이동의 특수 상태)가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과
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수직과 수평, 이동과 정지는 결국 이동성에 각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논리에서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이동성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이동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4.1.2. 인간의 이동성을 고려한 공간분석의 필요성
기존 연구 검토 결과, 공간분석기법에 가중치를 고려하는 접근 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분석기법에서 고려되는 각도, 거
리와 같은 가중치는 인간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공간구조에 의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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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인간의 특정 공간에 대한 이동성은 물리적 환경에 대해 인간이 경험
하는 이동성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즉, 단순히 공간 간 인접각도와 물리적 거리가
인간의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4-1]과 같이 물리적 공간구조 환
경에 대해 인간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성에 의해 접근성을 체감하게
되고,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보행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이동
성을 공간분석에서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

그림 4-1 이동성 영향 인자

또한, 기존 공간분석이론에 적용한 각도와 거리와 같은 가중 방법은 2차원 평면
공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다층구조인 건축물의 3차원 공간 네트워크를 통합하
여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행
에너지 가중 공간분석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보행에너지 가중 공간분석기법
은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에서 각 공간에 대한 이동성을 보행자가 이동하
는 과정에서 소모하는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공간분석기법을 가
리킨다.

78

제 4 장.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 모델 구축

4.1.3. 공간분석을 위한 보행에너지 가중치
3장에서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연결속성을 반영하며 보행량 예측을 위한 공
간분석에 적합한 가중치 지표로서 보행에너지 가중치 산정 모형을 제안했다(최성
필 외, 2018).

 


    






            






    
 
 




  



 







   

    







 









 



 



적용식

식  

 수평공간 보행 에너지 
 회전 보행력 
 단위직선 보행력  
 정지시 신진대사율   은 신체무게
  신체무게 엘리베이터 승강 인 평균무게 기준
  평균보행가속도 
  단위시간당 회전각속도 
  평균보행속도 
  단위회전시간 
  직선보행이동시간 
  정지시간 
   수평공간 보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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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식

식  

  수직공간 보행에너지 
  신체무게  엘리베이터 승강 인원 인 평균무게
  단위시간당 회전각속도 
  단위회전시간 
  중력가속도  
  수평보행가속도   
  올라갈때 보행속도  
  내려갈때 보행 속도 
  경사부 층간보행시간 
  수평투영거리 보행시간 
  정지시간 
   경사면에 대한 수평투영 거리 
  건물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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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에너지 가중치 이론에서 공간 내의 보행량은 출발 노드에서 도착 노드까지
의 공간 인접 여부와 인접각 등의 물리적 연결구조에 대해 보행 이동시 인간이 겪
는 심리적, 물리적 상호 반응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보행비용에 의해 경로선
택을 하게 됨을 전제로 한다. 즉, 물리적으로 인접한 연결공간31)에서는 인간의 방
향전환32)이 이루어지고, 공간 간의 인접 연결각에 의해 방향전환 각33)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출발 노드에서 도착 노드까지 보행 이동 중 소모되는 보행에너지양이
많은 경로일수록 보행량이 적은 공간이 되고, 소모되는 보행에너지양이 적은 공간
일수록 보행량이 많게 된다.
3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연결속성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기존 방향전환 횟수34)
와 방향전환 각은 보행 이동시 인간이 소모하는 보행에너지 비용으로 치환하여 산
출이 가능하며, 보행에너지양은 수직·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 내 경로선택의 인자
로서 공간 내 보행량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3장에서
제안한 보행에너지 가중치 산정 방법론은 수직·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이 가
능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척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장에서 제안한 수평 공간과 수직 공간의 보행에너지 산정식은 각각 다음 [식4-1]
과 [식4-2]와 같다(최성필 외, 2018).
하지만, 보행 이동 시 인간이 소모하는 보행에너지양을 산정하는 것만으로는 공
간 내 보행량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임의 보행환경에서 무작위 보행 이
동 시 소모되는 보행에너지양을 산정한 후 보행량 예측을 통한 공간분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 따라서 수직·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
을 위해서는 임의 보행환경에서 보행에너지를 가중치로 적용 시킬 수 있는 공간분
석모델 검토가 필요하다.

31) 공간구문론에서는 물리적으로 인접한 연결 공간에서 가로축선의 교차점이 발생하고, 이 교차점의 수는 공
간깊이(Depth)가 된다.
32) 방향전환횟수가 공간구문론에서는 공간깊이로 치환된다.
33) 공간구문론에서는 공간간 인접각도에 따른 각도 가중치를 의미한다.
34) 공간구문론에서는 물리적 공간지표인 공간깊이가 되나, 이동성의 관점에서는 방향전환 횟수로 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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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RAM 모델과 보행에너지 가중치
최재필 외(2004)가 제안한 ERAM(the Eigenvector Ratio of Adjacency
Matrix) 모델은 공간의 인접 연결 유무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간구
문론과 동일한 전제를 갖지만 임의 보행환경에서의 경로선택을 전제로 한다는 점
에서 다르다. ERAM 모델은 모든 경로를 고려하는 것 이외에도 공간이 갖는 다양
한 내재적 속성(공간 인접 각, 물리적 거리 등)을 가중치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으며(조형규 2006; 박근송 외 2014 ; 박근송 외 2016), 이것은 공간
구문론35)에 비해 ERAM 모델이 갖는 우수한 장점이다. 따라서 ERAM 모델은 수직
ㆍ수평 공간분석을 위한 공간의 내재적 속성을 가중치로 적용하는 이론적 틀을 마
련한다. 가중치 적용을 위한 ERAM 모델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RAM
모델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을 [그림4-2]의 그래프에서 노드와 에지 사이의 연
결관계를 인접행렬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그림 4-2 인접그래프와 인접행렬

인접행렬은 공간 간 인접유뮤의 관계만을 나타낸 것으로 ERAM 모델에서는 공
간 간 연결특성에 의한 가중치를 인접행렬의 각 성분에 적용할 수 있다. 공간연결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인접행렬을 무한거듭제곱하면, 즉, 무 한번 임의
이동할 경우 각 행의 성분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ERAM 모델은
보행에너지의 가중치를 인접행렬 성분에 적용하여 무 한번 거듭제곱을 통해 각 노
드에 도달할 보행확률을 구할 수 있는 본 연구 분석 모델의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그러나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측정하고 가중치 적용을 위한 인접행렬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3차원 수직ㆍ수평 연결공간을 축선 연결그래프로 재현할 필요가 있다.
35) 터너(2001)가 제안한 각도 가중치 이론(Angular analysis)에서는 공간구문론에 각도 가중치를 도입하여 공
간구문론의 보행량 예측력을 높였다. 하지만 공간구문론은 각도 가중치 이외에 특정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
해서 공간구문론에 적합한 별도의 가중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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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 모델
4.2.1. 보행에너지 가중을 위한 공간그래프 재현
기존 공간분석 기법에서 사용하는 공간그래프 재현 방법은 축선도(Axial Map),
볼록공간도(Convex Map)가 있다. 기존 공간분석 기법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공간 재현방식에는 주로 Axial map을 많이 사용해 왔다. 여기서 거리나 각도와 같
은 가중치를 공간분석기법에 적용하기 위해 일반축선도(Normal Axial Map)를 분
절축선도(Segmented Axial Map)로 변환하여 사용해 왔다. 그 이유는 거리나 각도
와 같은 요인을 반영하려면 선과 선의 연결 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절축선도는 도시 공간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공간 그래프 재현방식이다. 본 연
구는 건물 공간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로써 기존 분절축선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물 공간분석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공
간분석 기법을 제안하기 위해 가시성 그래프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4-3 가시성 그래프(Tuner, 2001)

가시성 그래프는 대표적인 그래프이론으로 개방형 평면구성을 갖는 공간을 격자
로 잘게 나누어 격자의 중심점을 노드로 설정하고 이 노드와 이웃한 노드와 시각적
연결이 이루어져 있을 때 에지를 설정하여 나타낸 그래프로 [그림4-3]과 같다.
[그림4-3]과 같이 가시성 그래프는 가시선과 가시선의 연결 관계로 구성된 그래
프로서 거리나 각도와 같은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중치로 부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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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래프 형태이다. 또한, 가시성 그래프는 건물 공간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공간
재현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행에너지 가중을 위한 공간 그래프 재현방식을
기존 가시성 그래프로 적용하고자 한다. 기존 가시성 그래프는 대부분 2차원 평면
상의 네트워크 연결공간을 대상으로 공간을 재현하므로 동일층의 공간 네트워크는
기존 가시성 그래프의 재현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3차원 네트워크 연결공간을 가시성 그래프로 공간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계단, ES, EV와 같은 수직 공간과 각 층의 수평 공간이 연결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 층 수평 공간에 대해 계단의 시각적 연결방식과 에스컬레이터의 시각적
연결방식은 동일하다. 수직 공간에서는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노드가 설
정되며, 노드 간 시각적 연결 관계에 의해 [그림4-4]와 같이 가시성 그래프를 재
현한다.36)

그림 4-4 가시성 그래프를 이용한 수직ᆞ수평공간 재현(계단 & E/V)

36) 에스컬레이터(ES)는 계단의 가시성그래프 설정방식과 동일하므로, 계단과 엘리베이터(EV)의 수직연결 공간
을 재현하였다. 단, 에스컬레이터(ES)의 보행에너지는 에스컬레이터(ES)의 평균속도와 경사면 이동거리에
의해 정지시간을 구하고 정지시간만큼의 정지상태의 보행에너지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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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가시성 그래프를
이용한 수직공간 재현(E/V)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 네트워크에서는 [그림4-5]와 같이 수평 공간과 동일층
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부의 시각적 연결이 성립되지만 엘리베이터에 의한 층간 이
동시 시각적 연결이 어렵다. 가시성 그래프는 노드 간 시각적 연결에 의한 에지를
통해 거리 등의 연결속성 가중치를 측정하고, 노드에는 각 노드에 부속된 에지의
가중치 값을 이양해 준다. 이러한 이유로 가시성 그래프는 거리 등의 독립적인 에
지의 연결속성을 반영하기에는 적합하다. 그러나 두 개의 에지 간 인접각에 의한
각도 가중치를 반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각도 값은 가시성 그래프에서 시각적
연결축 선에 의한 두 에지 간 인접각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의 층간 이동에 의한 시각적 연결을 나타내기 어려워 이동상태의 연결속성을 정량
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터너(2001)가 제안한
‘듀얼그래프(Dual Graph)’이다. 듀얼그래프는 가시성 그래프에서의 시각적 연결에
의한 축선인 에지(eab)를 노드(N1)로 전환하고, 노드 간 연결에 의해 에지를 재 형
성시킴으로서 각도 등의 가중치를 에지에 반영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공간을
재현하면 다음 [그림4-6]과 같다. 즉, 각도 등의 가중치 값은 노드 간 연결에 의해
형성된 에지(e12)에 부여하고, 에지(e12)에 할당된 가중치 값은 에지(e12)에 부속된
노드(N1과 N2)로 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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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듀얼그래프를 이용한 개방형 평면공간 재현

그림 4-7 가시성그래프와 듀얼그래프의 노드와 에지

가시성 그래프와 듀얼그래프의 노드와 에지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 [그림4-7]
과 같다. 듀얼그래프는 가시성그래프의 에지를 노드로 전환하고, 전환된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에지에 각도와 에지 등의 연결속성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다. [그
림4-4]의 가시성 그래프를 [그림4-7]의 듀얼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4-6]과 같
다.
한편, 엘리베이터(E/V) 공간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E/S) 공간과 가시성 그래프
의 재현방식과 다르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와 달리 [그림4-8]처럼 1층과 2층의
E/V 공간은 직접적인 시각적 연결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가시성 그래프를 직
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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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가시성 그래프(E/V)

그림 4-9
듀얼그래프(E/V)

하지만, [그림4-9]처럼 엘리베이터와 연결된 1층과 2층의 가시성 그래프의 에
지를 노드(N1, N2)로 전환하여 듀얼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노드 간 연결에 의해 형
성되는 에지(e’)에 엘리베이터 내의 층간 이동 중에 소모되는 보행에너지 중에서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방향전환과 정지상태에 따른 회전에너지와 정지에너지를 수
직 공간의 연결 가중치로 적용하여 수직 공간의 연결속성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
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격자 공간의 중심 노드와 노드 간 시각적 연결에 의해
가시성 그래프로 수직·수평 연결 네트워크 연결 공간구조를 재현한 후 공간 간 인
접각도와 거리와 같은 수직·수평 공간의 연결속성 가중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
정값을 듀얼그래프의 에지와 노드로 할당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듀얼그래프는 3
차원 공간 네트워크를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시성 그래프에서 측정이 어려
운 에지 간 인접각도 가중치도 측정이 가능하며, 시각적 연결이 어려운 엘리베이터
의 층간 이동에 의한 연결속성 가중값을 듀얼그래프의 에지로 할당이 가능하다. 따
라서 듀얼그래프를 이용할 경우 3장에서 제안한 산식(최성필 외, 2018)에 의해 3
차원 연결공간 내에서의 보행 이동, 방향전환 각, 정지 활동 등에 따른 보행에너지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듀얼그래프를 이용한 보행에너지 가중치 측정 자체
만으로는 공간 내 보행량 예측을 위한 공간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3차원 공간 네트
워크를 가시성 그래프로 재현하여 측정한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이용하여 공간 네
트워크 내 보행량을 예측하기 위한 공간분석 방법론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내 무 한번 임의보행 이동에 의해 각 노드에 도달할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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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을 구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가시성 그래프로 측정한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ERAM 모델에 적용하여 각 노드에 도달하는 보행확률을 구하는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37) 함수를 구하고, 가중함수에 의한 보행확률 값에 의해 공간 네
트워크 내 보행량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37) 가시성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각적 연결속성을 노드와 에지의 관계로 나타내고 인접행렬을 구성하여 구한
ERAM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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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인접그래프와 보행에너지 가중 인접행렬
ERAM 모델에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행에너지 가중 ERAM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림4-6]의 공간을 [그림4-10]과 같이 듀얼그래프에 의한
인접그래프로 3차원 수직ㆍ수평 공간 네트워크를 재현한 후, 연결속성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듀얼그래프의 노드와 에지의 연결관계에 의해 [그림4-11]과 같이
인접행렬38)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4-10 인접그래프

그림 4-11 인접행렬

보행에너지 가중치 산식에 의해 측정된 보행에너지는 인접행렬의 각 성분에 적용
되어, 보행에너지 가중 인접행렬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림4-12]와 같다.

그림 4-12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적용한 인접행렬
38) ERAM 모델에서는 에지의 연결유무에 의해 0과 1로 나타내지만, 인접행렬의 각 성분에는 공간 연결속성의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듀얼그래프의 에지(edge)를 기본 성분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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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보행에너지 가중 ERAM 산정
보행에너지 가증 인접행렬은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내에서 임의보행 이동 환경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접행렬의 거듭제곱의 방법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가령 듀얼그래프의 1번 노드에서 4번 노드로의 이동은 1번 노드에서 2번 노
드를 거쳐서 4번으로 이동한다. 즉, [그림4-13]과 같이 앞 행렬의 1행 2열의 성분
(E12)은 노드 1에서 노드 2로 가는 사건에 대해 소요되는 보행에너지 가중치이며,
두 번째 행렬의 2행 4열의 성분(E24)은 노드 2에서 노드 4로 가는 사건에 대해 소
요되는 보행에너지 가중치이다. A14과 A17은 각각 두 번의 이동으로 1번 노드에서
4번 노드로, 1번에서 7번 노드로 가는 사건에 대해 소요되는 보행에너지 가중치이
다.

그림 4-13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적용한 인접행렬의 거듭제곱

듀얼그래프로 수평ㆍ수직 공간을 재현하고 보행 중에 소모되는 보행에너지를 산
정하기 위해서는 수평 공간과 수직 공간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4-14]와 같이 수평공간에서 듀얼그래프의 1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이동
중에 소요되는 보행에너지(E13)는 직선이동과 회전이동으로 직선이동에 대한 보행
에너지 가중치는 각 노드가 갖는 축선 중심간 거리값((∑각 축선 직선거리)*1/2)이
며, 회전이동에 대한 가중치는 1번 노드와 3번 노드 간의 회전이동시 소요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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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너지이다. 마찬가지로,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보행 중에 소요되는 보행에너
지(E12)와 2번노드에서 3번 노드로 보행 중에 소모되는 보행에너지(E23)는 직선이
동과 회전이동에 의한 보행에너지로 직선보행에너지는 각 축선의 중심간 거리((∑
각 축선 직선거리)*1/2)에 의해 구하게 되고, 회전보행에너지는 회전보행력의 누적
합으로 구하게 된다.

그림 4-14 수평공간에서의 보행에너지 가중치 산정

[그림4-15]는 인접그래프로 수평 공간을 재현하고 인접행렬을 구성한 후 듀얼
그래프의 노드 1에서 노드 2로 이동 중에 소모되는 보행에너지(E12)와 노드 1에서
노드 3로의 보행에너지(E13), 노드 2에서 노드 3으로의 보행에너지(E23)를 산정하
여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그림 4-15 보행에너지 가중치가 적용된 인접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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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수평ᆞ수직 연결 네트워크 공간의 가중치 산정

그림 4-17 수평ᆞ수직 연결 네트워크 공간의 가중치가
적용된 인접행렬

3번에서 7번 노드로 이동 중에 발생하는 보행에너지(E37)는 3번 노드에서 직선
이동에 의해 소모되는 보행에너지와 7번 노드에서 엘리베이터 내에서 정지 시 소
모하는 보행에너지 가중치의 합이 된다.
이렇게 구성된 인접행렬의 에지 성분에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부여하면 [그림
4-18]과 같다.39)

39) 보행에너지 산정 모델식과 규칙 알고리즘을 Arc GIS Software에 탑재하여 컴퓨터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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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적용한 인접행렬

보행에너지 가중치 부여 시 유의할 점은 보행 이동 중 소모되는 보행에너지양과
보행 이동성은 서로 반비례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즉, 출발 노드에 도착 노드까
지 보행 중 소모되는 보행에너지양이 많은 경로일수록 보행 이동성은 작게 되고,
보행에너지양이 적은 경로일수록 보행 이동성은 높아진다. 결국, 이동성이 높은 공
간에서는 보행량이 많아지고, 이동성이 낮은 공간은 보행량이 적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접행렬에 적용되는 보행에너지 가중치는 보행에너지양과 반비례
수식관계로 나타나며, 다음 [식4-3]과 같다.





        


  보행량 가중치 보행이동성가중치 
  수평공간 보행에너지
  수직공간보행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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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보행량 가중치를 적용한 인접행렬

[그림4-18]의 인접행렬에 보행량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는 [식4-3]을 적용할
경우 [그림4-19]와 같은 인접행렬을 구성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그림4-19]와
같은 보행에너지 가중 인접행렬을 무한 거듭제곱한 후 각 행 성분의 합으로 각 성
분을 나누면 각행은 [그림4-20]과 같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된다.

그림 4-20 보행에너지 가중 ERAM을 이용한 각 노드별 보행확률

이러한 노드별로 갖는 일정한 수렴 값은 무 한번(100회) 임의보행 이동에 의해
각 노드에 도달할 보행확률을 의미하며, 보행에너지 가중 ERAM(E-V-ERA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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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과 보행량 시각화
가시성 그래프는 실제 3차원 수직ㆍ수평 네트워크 연결공간을 노드와 에지에 의
한 공간그래프로 재현하여, 각 노드별 상대적 보행량의 크기와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노드별 상대적 보행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노드가 갖는 보행
에너지 가중 ERAM을 정량적으로 구하기 위한 함수식 정립이 필요하다.
조형규(2006)는 에지(듀얼그래프에서의 노드)들에서 생성된 각도 가중 ERAM
(angular ERAM)을 구하고, 특정 노드가 갖는 최종 분석결과(Angular Visibility
ERAM)는 그 노드에 부속된 에지들이 갖는 각도 가중 ERAM(angular ERAM)의
총합으로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노드가 갖는 보행에너지 가중 ERAM은 [그림4-21]과 같이 노드
(Ni)에 부속된 에지(eij)의 보행에너지 가중 ERAM(energy ERAM)의 총합으로 구
한다.

그림 4-21 각 노드에 부속된 에지들이 갖는
가중치 ERAM (조형규(2010) 인용 및 재인용)

노드별 보행에너지 가중 ERAM을 산정하기 위한 함수식은 다음 [식4-4]와 같
다. 즉, 듀얼그래프에서의 각 노드가 갖는 보행에너지 가중 ERAM은 가시성 그래
프에서의 에지가 갖는 보행 확률값이 되며, 노드별 보행량의 크기는 각 노드에 부
속된 에지가 갖는 보행확률 값, 즉 보행에너지 가중 ERAM(energy ERAM)의 총합
으로 구한다. 이 값은 가시성 그래프를 기반으로 구한 것이므로 보행에너지 가중치
를 적용한 ‘Energy Visibility ERAM(E-V-ERAM)’이라고 본 연구에서는 명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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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각 노드가 갖는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E-V-ERAM)값이 높
을수록 이동성이 높아지게 되고, 작을수록 이동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다시 말
해, 이동성이 높은 경로의 공간은 보행량이 많아지고, 이동성이 낮은 경로의 공간
은 보행량이 적어지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    





식   

단    는 노드    는 에지         
  는 노드 와 노드의 최단경로상의 거리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E-V-ERAM) 함수식은 가시성 그래프에서 각
노드가 갖는 보행량의 상대적 크기를 정량적으로 구한 것으로 3차원 연결 공간 내
에서 보행량의 분포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량화적으로 구한 각
노드가 갖는 보행량 값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 각 노드가 갖는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E-V-ERAM)값이 높을수록 보행량이 많아짐을 의미하므로 붉은
색 계열의 노드로 나타내고, 보행량이 적은 노드는 파란색 계열로 시각화한다. 이
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3차원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 내에서 보행에너
지 가중 ERAM(E-V-ERAM)을 산출한 후 가시성 그래프로 공간을 재현하여 각 노
드별 보행량을 예측할 수 있는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E-V-ERAM) 모
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실제 공간 보행량에 대한 예
측 설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모델의 검증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4장에서 구축
한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 모델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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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분석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 보행량
과 기존 공간분석 모델의 보행 예측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5.1.1. 분석대상 선정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분석 모델 간 비교검증을 위해서 분석 대상선정이 필요하
다. 분석대상 선정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보행은 임의
보행이라기 보다는 특정 공간을 찾아가는 목적 보행의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형
복합건물은 큰 규모를 지니고 있고, 상업, 편의시설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내재되
었기 때문에 다양하고 활발한 보행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형 복합건물은 임의보행
에 기초한 공간이용 패턴을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분석대상 선정조
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대전역을 선정하였다. 대전역은 3층 건물
구조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정차하는 철도역이며 도시철도와 연결되고 버스,
택시 환승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다. 또한, 대규모 공간으로 개방형 평면 공간구조
를 지니고, 역사 내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이 있어 가시성에 의한 임의보행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직·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어 분석대상 건
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하나의 평면에 수직·수평 공간구조를 나타낼 수 있으며, 수
직 공간 연결요소인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모두 반영할 수 있어 분석
목적에 부합한다.

5.1.2. 분석의 설계

(1) 분석도면의 구축
대전역을 대상으로 공간분석 모델별 비교검증을 위해서는 분석을 위한 도면 구
축과 분석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각 공간분석 모델별 분석결과를 실제 통행량
과 비교하여 보행량 예측 설명력을 비교한다. 분석도면 구축을 위해 대전역의 수
직·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 분석을 위해 가시성 그래프를 구축한다. 그래프
구축 대상은 매장을 포함하여 이용객 동선이 있는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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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여 격자의 중심점이 가시성 그래프의 노드가 되도록 한다. 가시성 그래프
에서 격자점(grid)는 해당 공간 내 이용자들의 잠재적인 위치 가능 지역으로 해당
공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격자점을 배열하여 각 격자점에서의 이동 가능성을 측정
한다. 신태양(2001: 222)은 인간의 사회적 기본거리를 120~360cm로 설정하였고,
적정거리로 본 연구는 225cm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도면을 구축한 결과는
다음 [그림5-1]과 같다.

그림 5-1 격자 그리드를 설정한 대전역 평면(1층~3층)

분석프로그램은 Arc GIS Software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적합하도록 보
행에너지 가중 ERAM 시각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구축된 도면을 통해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보
행에너지 가중 ERAM(E-V-ERAM)값 및 보행량 분포를 시각화한다.

(2) 분석의 단계
본 장에서는 가시성 분석에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적용한 ‘Energy Visibility
ERAM 모델(E-V-ERAM)’을 통해 대형 복합건물 내 보행량 예측을 함으로써 공간
의 이용패턴을 잘 예측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공간구문론과
Visibility ERAM(V-ERAM) 모델, Angular Visibility ERAM(A-V-ERAM)과의
비교를 통하여 본 모델이 보이는 예측력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대상 지역의 가시성 그래프를 구축하여 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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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isibility ERAM(3), Angular Visibility ERAM(3), Energy Visibility
ERAM(3) 지표를 추출한 뒤, 이 지표들과 통행량 간의 시각적 통행량 분포를 비교
하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앞서 구축된 가시성 그래프를 통해 통합도(3),
Visibility ERAM(3), Angular Visibility ERAM(3), Energy Visibility ERAM(3)
지표를 추출한 후, 각 지표들과 통행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분석지표가 실제 통행량에 대해 갖는 보행 예측력을 비교
하기 위해 각 분석지표를 독립변수로 하고, 실제 통행량 조사결과로부터 집계된 통
행량 빈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매 단계에 맞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표5-1]과 같으며, 두 변수 간의 보행
예측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1 공간분석모델별 분석단계 및 방법 비교
분석단계

공간재현
그래프

적용 가중치

독립변수

종속변수

1단계

가시성
그래프

가중치 없음

통합도(3)
Visibility ERAM(3)

공간별
실제보행량

2단계

가시성
그래프

각도 가중치

각도 가중 Visibility ERAM(3)

공간별
실제보행량

2단계

가시성
그래프

보행에너지
가중치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3)

공간별
실제보행량

(3) 분석프로그램 개발
본

장에서는

Visibility

ERAM(V-ERAM),

각도(angular)

가중

Visibility

ERAM(A-V-ERAM), 보행에너지(energy) 가중 Visibility ERAM(E-V-ERAM)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분석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분석프로그램은
Arc GIS 프로그램에 각 지표별 분석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분석을 시행하도록 하였
다.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Auto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도면을
작성한다. 분석도면은 바운더리(boundary), 배리어(barrier), 스페이스(space), 수
직 공간(vertical space)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둘째, 개방형 공간의 그리드와 시각적 연결선을 구축한다. 이 단계는 격자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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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설정하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그리드 포인트와 시각적 연결 축선이 생
성된다.
셋째, 분석프로그램에 의해 동일한 그리드 포인트와 시각적 연결 축선을 생성한
후, 각 분석지표별로 분석을 수행한다. 넷째, 프로그램상에서 각 분석지표 값을 산
출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데이터를 엑셀로 출력한다.
프로그램의 공학적 성능은 다음과 같다. Intel(R) Xeon W-2123, CPU
3.60GHz, RAM 128GB, Windows 10 Pro for Workstations(x64기반 프로세서)
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전역을 대상으로 구축된 140,716개의 연결 축선을 갖는
가시성 그래프를 분석하였을 때 가시 연결선 생성은 약 7분이 소요되었다.
각 분석지표는 산출 소요시간은 Visibility ERAM(3)은 35분, Angular Visibility
ERAM(3)은 39분, Energy Visibility ERAM(3)은 40분이 소요되었다.

그림 5-2 가시성 그래프 연결축선 생성

5.2. 통행량 조사
5.2.1. 조사방법
공간분석 모델별 보행량 예측 설명력을 실제 통행량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대전
역을 대상으로 통행량 조사40)를 시행하였다. 대전역 공간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
해 CCTV를 설치하여 지점별 통행량을 집계하고 전체 역사공간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행량 조사는 1주일 중에 통행량이 가장 많은 금요일 16시~
40)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으로 수행한「철도역사설계 최적화 기술개발」의 조사결과 일부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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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의 시간대(2015년 10월 30일 기준)로 매 15분마다 통과인원수를 측정하였
다. 조사방법은 대전역 내 총 56개 통로지점(1층 19개, 2층 6개, 3층 31개) 을 선
택하여 각 통로지점에서 관찰자가 가상의 선을 설정하여 이 선을 통과하는 사람들
의 수를 집계하였다.

그림 5-3 대전역 통행량 조사지점
출처 : 국토교통부「철도역사설계 최적화 기술개발(부록)」,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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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조사결과
조사결과, 해당 시간 동안 196명에 대해 1,253회의 공간별 총통행량이 발생하였
고, 층별 공간별 방문빈도 수는 [표5-2]와 같다. 3층 콘코스 및 대합실 공간 통행
량은 754회로 가장 많았고, 1층이 496회로 그 다음으로 높은 방문빈도를 보였다.
2층의 방문빈도가 거의 없는 이유는 대전역이 1층 에스컬레이터, 계단, 엘리베이터
로 3층 공간으로 바로 진입하는 역사 공간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5-2 대전역 층별 통행량
층수
통행량
통행량

1층

2층

3층

합계

496

1

756

1,253

따라서 본 연구는 1층과 3층을 공간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세부 공간별 통
행량을 RGB 칼라로 나타내면 [그림5-4]와 같다.41)
공간분석모델별 정량적 보행량 예측값과 실제 통행량 조사 결과값을 비교 분석
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적합한 분석값 설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통행량은 지수분포를 보이는데 대전역의 통행량도 지수분포를 보인
다. 따라서 선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이를 보정하는 방안으로 통행량에 로그
를 취한다.
가시성 그래프는 공간을 균일한 격자로 구획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개별 격자가
분석값을 지닌다. 따라서 전체 공간에서 독점영역의 분석값을 알기 위해서는 공간
이 어느 정도의 격자를 포함하게 될지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층별 공간구획을 설정하고, 각 공간영역 내에 존재하는 노드들의
분석값 평균을 그 영역의 대표 분석값으로 취한다. 실제 건물 통행량 조사결과는
분석 모델의 신뢰성 및 보행량 예측력 검증에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의 실제 통행량에 대한 보행 예측력을 기존 공간분석 모
델과 비교하기 위해 [표5-3]과 같이 층별 통행량이 발생한 공간 가운데 22개의 층
별 공간구획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는 기존 공간분석 모델이 2차원 동일 평면 내
공간들의 통행량을 예측하기 때문에 기존 공간분석모델과 비교를 하기 위함이다.

41) 대합실과 매표소 사이공간은 티켓팅 대기줄과 함께 1층 주출입구에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3층 탑
승 출입구로 유입되는 보행량이 상시 많은 공간으로 Red색 계열로 RGB Color를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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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간구획 설정이 어려운 층별 출입구와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수직 공간을 제외하고 통행량이 발생한 층별 공간구획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보행
량 예측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표 5-3 공간분석 모델별 보행 예측력 비교를 위한 대전역사 통행량
번호

층수

구역

통행량

번호

층수

구역

통행량

1

3F

E-1-15

32

12

3F

C-2-1

20

2

3F

E-1-14

2

13

3F

C-2-2

12

3

3F

E-1-13

2

14

3F

E-1-17

5

4

3F

E-8-3

2

15

3F

F-1-2

18

5

3F

E-8-1

4

16

3F

F-2-2

16

6

3F

E-1-11

2

17

3F

A-4-1

352

7

3F

E-1-11

2

18

1F

E-1-3

1

8

3F

E-3-2

16

19

1F

E-1-2

4

9

3F

E-1-12

3

20

1F

E-1-6

2

10

3F

E-8-2

2

21

1F

E-1-5

3

11

3F

C-1-1

16

22

1F

F-1-1

6

평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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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대전역 공간별 통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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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분석모델 검증
5.3.1. 실제 통행량
대전역 내 22개 공간구획에서 각 시간대별 통행량을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를 크
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 [그림5-5]와 같다.
대전역 통행량은 지수분포를 보이는데, 소수의 공간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대다수의 공간이 극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 문제를 지닌다. 예컨대, 최대값이 352에
달하는 반면, 대부분의 공간이 0과 16사이의 값을 보이기 때문에 낮은 값을 지니
는 공간들 간의 결과값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소값과 최대값의 격
차가 너무 크게 된다.

그림 5-5 대전역 통행량 분포(지수분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역 통행량값에 대한 선형화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행량의 지수 분포 특성을 감안하여 그 보정 방안으
로 통행량에 로그를 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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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대전역 통행량 분포(로그분포)

5.3.2. 실제 통행량과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어서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와 방
향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한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
수들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인과관계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변수들 간
의 인과관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인
데,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두 변수간의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보행에너지 가중 ERAM(E-V-ERAM)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
제 건물의 통행량과 각 분석모델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실제
통행량에 대한 각 지표들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지표별 보
행량 예측력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하는 회귀분석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전역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행량과 각 분석모델 지표값을 변수로
설정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5-4]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Pearson 상
관계수가 이용되며,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4 이상일 경우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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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통합도(integration),

Visibility

ERAM(V-ERAM),

각도

가중

Visibility ERAM(A-V-ERAM) 보행에너지 가중 ERAM(E-V-ERAM) 분석모델
모두 유의확률 0.05 수준(양측검정)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실제 통행
량에 대한 각 공간분석모델의 상관성은 통합도(3)의 경우는 상관계수가 0.42,
V-ERAM(3), A-V-ERAM(3), E-V-ERAM(3)은 각각 0.486, 0.561, 0.6으로 실
제 보행량에 대한 E-V-ERAM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4 공간분석모델별 실제 통행량에 대한 보행 예측력 상관관계 비교
상관관계분석

Pearson

LOG
(visits)

Int(3)

V-ERAM(3)

A-VERAM(3)

E-VERAM(3)

1

0.422

.486*

.561**

.600**

0.050

0.022

0.007

0.003

22

22

22

22

LOG
P-value(both)
(visits)
N

22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함 (양쪽)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 (양쪽)

5.3.3. 분석 모델별 통행량 시각화 비교
공간분석연구는 공간 내 이동성을 정량화하여 보행량을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도(3), V-ERAM(3), A-V-ERAM(3), E-V-ERAM(3)의 각 분석지표는 공간
내 이동성을 정량화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각 지표별 정량화된 수치만
으로는 분석 공간 내에 이동성이 높은 공간과 낮은 공간을 도면상으로 판별하기 쉽
지 않다. 따라서 공간 내 이동성을 시각화하여 보행량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행에너지 가중 ERAM 모델(E-V-ERAM)을 검증하기 위
해서는 네트워크 연결공간 내 보행량 예측력에 대해 기존 공간분석 모델과의 비교
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대전역을 대상으로 구축된 가시성 그래프로부터 통합도(3),
V-ERAM(3), A-V-ERAM(3), E-V-ERAM(3)를 추출하여 그 분포 특성을 실제
통행량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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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석모델별 지표 간 비교분석을 위해 대전역을 대상으로 가시성 그래프를
설정한 후 가중치를 미적용한 경우와 적용한 경우의 각 지표 간 보행 예측력을 비
교하고, 실제 통행량과 각 지표 간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직·수평 연결공간구조를 가지는 대형 복합공간인 대
전역사를 대상으로 실제 통행량과 공간분석 모델 간 보행량 예측력을 비교 분석하
였다. 보행량 예측력 비교분석을 위한 공간분석모델 지표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
는 지표인 통합도(3)과 V-ERAM(3), A-V-ERAM(3), E-V-ERAM(3) 지표로 총
4가지이다. 분석결과는 [그림5-7]과 같다. 적색계열로 갈수록 분석값이 높고, 청
색계열로 갈수록 분석값이 높은 것으로 표현하였다. 즉, 적색계열 공간의 경우 공
간의 이동성이 높으며, 청색계열 공간의 경우 공간의 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간 내 이동성은 보행량 예측지표로서, 이동성이 높은 공간은 보행량이 많
아질 수 있는 공간이며, 이동성이 낮은 공간은 보행량이 적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5-7 통합도(3)(a), V-ERAM(3)(b), A-V-ERAM(3)(c), E-V-ERAM(3)(d)

분석결과, 통합도(3)에서 1층 자유 보행공간이 적색계열로 공간 이동성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제외하면, 4가지 모델 모두 유사한 공간이용 패턴을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통행량 조사결과는 3층 자유 보행공간(free walking space)의 통행량 352
회로 가장 많은 통행량을 보이고, 매표소는 155회로 두 번째로 높은 통행량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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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4가지 모델 모두 공간별 통행량에 대한 칼라 스펙트
럼42)의 분포(시각적 통행량 분포)가 실제 통행량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석 모델별로 주요공간에서 공간이용 패턴에 차이
를 보인다. 분석 모델별로 실제 보행량에 대한 공간별 이용 패턴 예측결과를 비교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층 자유 보행공간
[그림5-7]을 살펴보면, 분석 모델별로 공통적으로 1층 자유 보행공간의 중심에
서 멀어질수록 진한 청색 계열로 공간의 이동성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그러나 통합도(a)의 경우, 출입구에서 계단, 에스컬레이터 진입공간에 적색계열
이 집중분포되어 색상 편차가 가장 큰 패턴을 보인다. 이것은 수직 연결공간과 수
평 공간의 공간 깊이(축선 간 교차점의 수)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출입구에서 수직 연결공간의 진입 축선에서 벗어날 경우, 공간 이동성이 급격히 떨
어짐을 보여준다. 실제로 1층 출입구에서 열차 탑승을 위해 3층으로 진입하기 위
해서 1층 수직 연결공간에 이용객이 집중되긴 하나, 특정 출입구가 아닌 1층 출입
구 전체에서 골고루 진입하여 수직 연결공간으로 이동하고, 1층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보행특성을 보여주는 실제 환경을 감안하면 왜곡된 보행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V-ERAM(b)과 A-V-ERAM(c)은 1층 자유 보행공간이 전체적으로 연한 청색
계열로 일정한 색상 분포 패턴을 보이나, A-V-ERAM(c)이 V-ERAM(b)에 비해
중심공간에서 멀어질수록 색상 분포 패턴의 편차가 작다. 즉, 중심공간에서 멀어질
수록 공간 이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보행량이 적어지는 실제 보행환경 측면에서
A-V-ERAM(c)이 V-ERAM(b)에 비해 공간이용 패턴을 잘 설명해 준다.
V-ERAM(b)과 A-V-ERAM(c)은 상대적으로 1층 수직 연결공간에 집중되는 실
제 공간 이용패턴 측면에서 통합도(a)보다 설명력이 다소 떨어지나, 출입구 전체에
서 1층 수직 연결공간으로 이동하고,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실제 보행특성을
감안하면 통합도(a)보다 현실적인 공간이용 패턴을 보여준다. 특히, 엘리베이터 진
입공간에서는 A-V-ERAM(c)이 통합도(a)와 V-ERAM(b)보다 밝은 청색계열로 공

42) 적색계열일수록 통행량이 높고, 파란색 계열일수록 통행량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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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동성이 더 좋음을 보여준다.
E-V-ERAM(d)은 V-ERAM(b)과 A-V-ERAM(c)에 비해 1층 자유 보행공간이
상대적으로 노란색 계열의 일정한 패턴을 나타낸다. 1층 수직 연결공간에 집중되
는 보행특성에 대한 설명력은 통합도(a)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1층 출입구 전체
에서 수직 연결 네트워크 공간으로의 이동과 주변 편의시설을 골고루 이용하는 실
제 보행특성을 잘 반영해준다. 또한, E-V-ERAM(d)은 A-V-ERAM(c)과 마찬가지
로 중앙성이 높은 공간에서 멀어질수록 밝은색 계열에서 어두운 계열로 바뀌는 색
상 분포 편차가 작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동성이 높은 공간에서 멀어질수록 공간
이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보행량이 적어지는 실제 보행환경 측면을 잘 반영해준다.
특히, 엘리베이터 진입공간에서는 통합도(a), V-ERAM(b), A-V-ERAM(c) 보다
가장 밝은 색상 패턴을 보이며, 가장 좋은 공간 이동성을 보여준다.

(2) 수직 연결공간(에스컬레이터, 계단, 엘리베이터)
[그림5-7]에서 대전역 3층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부는 열차 탑승을 위해 1층에
서 진입한 이용객들이 거쳐 가는 연결공간이다.
3층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부의 통합도(a)는 분석 모델 가운데 가장 밝은 노란색
계열로 가장 높은 공간이용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층 에스컬레이터와 계
단 진입부 공간에 비해 3층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부 색상 편차가 분석모델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1층 수직 연결공간에서 진입한 이용객이 3층으로 그
대로 진입하는 실제 공간이용 패턴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매표소 옆 자동발매기
에서는 실제 보행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A-V-ERAM(c)과 E-V-ERAM(d)
에 비해 공간 이동성이 낮게 나타나 실제 공간이용 패턴과 차이를 보인다.
V-ERAM(b)은 1층과 3층 수직 연결 공간 진출입부가 유사한 색상 패턴을 보이
며, 1층 수직 연결공간에서 진입한 이용객이 3층으로 그대로 진입하는 실제 공간
이용 패턴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3개의 ERAM 분석 모델 중에 1층과 3층 수직
연결 공간 진출입부의 공간 이동성에 대한 보행 예측력이 가장 낮으며, 3층 매표소
옆 자동발매기에서는 분석 모델 가운데 실제 공간이용 패턴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A-V-ERAM(c)은 3층 매표소와 함께 자동발매기 부근에서 적색 계열 패턴이 가
장 넓게 나타났다. 이것은 분석 모델 가운데 공간 이동성이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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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실제 공간이용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다. 3층 수직 연결 공간 진출입부에서
는 V-ERAM(b) 보다 진한 노란색 계열 패턴을 보이고, E-V-ERAM(d)과는 유사
한 노란색 계열 패턴을 보였다. 이것은 3층 수직 연결 공간 진출입부에서는
A-V-ERAM(c)이 V-ERAM(b) 보다 공간 이동성이 좋고, E-V-ERAM(d)과는 유
사한 공간 이동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1층과 3층 수직 연결 공간 진출입부의 색상
편차가 통합도(a)보다 적으나 V-ERAM(b)과 E-V-ERAM(d) 보다 큰 편차를 보인
다. 이것은 1층 수직 연결공간에서 진입한 이용객이 3층으로 그대로 진입하는 실
제 공간이용패턴과는 차이가 있다.
E-V-ERAM(d)은 3층 자동발매기 부근에서는 A-V-ERAM(c) 보다 적색계열 패
턴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3층 자유 보행공간에서 적색계열 패턴이 가장 뚜렷하고
고른 분포를 보인다. 1층 자유 보행공간에서도 ERAM 분석 모델 중에서 노란색 계
열 패턴을 보여 공간이 이동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층과 3층 수직 연
결 공간 진출입부의 색상이 노란색 계열 패턴에 유사한 색상으로 색상 편차가 가장
적어 1층 수직 연결공간에서 진입한 이용객이 3층으로 그대로 진입하는 실제 공간
이용 패턴을 가장 잘 보여준다.

(3) 3층 자유 보행공간(매표소, 자동발매기)
3층 자유 보행공간 내 매표소와 자동발매기는 조사시간대 통행량 빈도가 각각
16, 32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에 대해 매표소와 자동발매기의 이동성을 분석
모델별 색상 스펙트럼으로 비교한 결과, V-ERAM(b)이 설명력이 가장 낮고, 통합
도(a)도 상대적으로 낮은 설명력을 보인다. 반면, A-V-ERAM(c) 모델이 매표소와
자동발매기 통행량에 대해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이고 있으며, E-V-ERAM(d) 모
델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데 1층과 3층 전체적인 통행패턴을 고려하면
E-V-ERAM(d) 모델이 보행 예측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행에너지 가중 ERAM 모델이 다층 공간분석에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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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분석 모델별 보행 예측력
본 절에서는 대전역을 대상으로 구축된 가시성 그래프로부터 통합도(3),
V-ERAM(3), A-V-ERAM(3), E-V-ERAM(3)의 각 지표값을 산출하고, 이를 통
행량과의 회귀분석을 통해 공간이용에 대한 보행 예측력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영향을 주는 변수)가 종속변수(영향을 받는 변수)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다. 상관관계 분석이 두 변수 간의 관
련성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분석방법이라고 한다면, 회귀분석은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회귀분석은 회귀 결정계수(R2)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예측력을 설명한
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회귀 분석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분석
전 단계와 분석 후 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하는 절차를 거친다. 분석 전에는 자
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후
상관관계 분석을 거쳐 회귀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은 도시
사회과학 분야에서 설문조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사전에 확보하여 회귀 분석모형
의 투입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가
아니라 통행량과 분석 모델의 예측값의 두 변수 간 인과관계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회귀분석 이전에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가 관련성을 살펴보
고, 회귀분석 시행 후에는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통해 분석결과의 객관성
을 검증하고자 한다.
선형 회귀분석은 우선적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서로 선형의 관계에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 만약 두 변수가 포물선의 관계에 있는 등 선형성을 보이지 않는다
면 프로그램상에서 선형 회귀식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회귀분석이 올바로 수행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가정들이 충족되어
야 한다. 선형 회귀분석은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관계에 있을 것(선형성),
2) 모든 독립변수(X)의 값에서 종속변수(Y)는 정규분포를 이를 것(오차항의 정규
성) 3) 잔차들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포할 것(오차항의 독립성),
4) 모든 독립변수(X)의 값에서 종속변수(Y)의 분산은 같을 것(오차항의 등분산성)
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회귀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회귀선의 추정 및 검정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 기본 가정이 잘 충족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관계(선형성) 검증을 위해서 분산분석 F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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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의확률을 통해 회귀선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즉, 이 단계에서는 회귀계
수들의 유의성을 검정한다. 둘째, t값과 유의확률을 살펴봐야 한다. t값43)이 1.96
일 때 p값은 0.05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유의확률의 기준을 0.05
이하로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t값은 ±1.96 이상일 때, p값이 0.05이하이
면 연구가설이 채택되며, 선형성이 검증된다.
둘째, 오차항의 정규성은 회귀선을 그었을 때, 모든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관측값을은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 이 정규성의 가정은 회귀분석을 수행할 때 정
규 p-p 곡선을 그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잔차44)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이 독립적이어야 한다. 오차항45)이 독립적46)
이라는 것은 예측값과 잔차를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잡고 잔차산점도를 그렸
을 때 모든 예측값에 대해서 잔차들이 불규칙(random)한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잔차의 분포에 일정한 규칙이 관찰된다면 오차항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이 일정한 규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넷째, 오차항의 등분산성에서는 모든 독립변수의 값에서 잔차의 분산이 같아야
한다. 오차항의 등분산성은 모든 독립변수에 대해 잔차의 분산이 같다는 의미이다.
독립변수에 따라 잔차의 분산이 달라진다면, 예를 들어, 독립변수(x)가 커질수록
분산이 커진다면 등분산이 만족되지 않는 것이다. 오차항의 등분산성은 산점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잔차산점도를 그리면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1) 통합도 보행 예측력
통합도(3)가 실제 통행량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47)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를 통합도(3), 종속변수를 log(통행량)
으로 설정하였다. [표5-5]는 회귀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관계수(R)가
0.422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상
43) t-test는 두 집단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으로, t값의 절대값이 1.96일 때 유의확률(p)값이 0.05이하
수준이면 연구가설(두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이 채택된다.
44) 잔차는 표본집단에서 관측값과 회귀선에 의한 예측값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45) 오차항은 모집단에서 모집단에서 실제값과 회귀선 상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오차항이라고 한다. 다시말해,
추정된 회귀식 혹은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오차항 및 잔차라고 한다.
46) 오차항의 독립성은 잔차들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7) 앞 절에서 통합도(3)와 log(통행량)의 상관계수는 0.422로 상관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시
행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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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통행량)에 대한 독립변수(통합도(3))이 갖
는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는 0.179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통행량에 대해
통합도(3)가 갖는 설명력은 17.9%임을 의미한다.

표 5-5 회귀분석 모형 요약(통합도(3))
모형 요약b
모형

R

1
.422a
a. 예측변수: (상수), Int(3)
b. 종속변수: log(통행량)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179

.137

.5453282809566

(가) 선형성 검증
[표5-6]은 분산분석 결과로, F값이 4.346으로 나타나고, 유의확률은 0.05로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귀계수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적합함을 보여준다.

표 5-6 회귀선 모델 검증(통합도(3))
분산 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4.346

.050b

회귀분석

1.292

1

1.292

잔차

5.948

20

.297

총계
7.240
a. 종속변수: log(통행량)
b. 예측변수: (상수), Int(3)

21

1

[표5-7]에서는 t값이 2.085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5로서 통행
량과 통합도(3)의 분석모형의 적합함을 알 수 있다.48) 즉, 통합도가 통행량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인과관계의 모형이 성립됨을 보여준다.

48) t값이 1.96일 때 p값은 0.05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유의확률의 기준을 0.05이하로 한다. 이
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t값은 ±1.96이상일 때 가설은 채택되고, p값은 0.05이하일 때 가설이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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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분석모형 적합성(통합도(3))
계수a
모형
1

(상수)

비표준 계수
B

표준 오차

-.157

.462

Int(3)
.175
a. 종속변수: log(통행량)

.084

표준 계수
베타
.422

t

유의수준

-.340

.737

2.085

.050

(나) 정규성 검증
회귀선을 그었을 때, 모든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관측값은 정규분포를 따
라야 한다. 이 정규성의 가정은 회귀분석을 수행할 때 정규 p-p 곡선을 그려 눈으
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5-8]에서는 관측된 확률에 거의 근접하여 증가하고 있으
므로 정규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8 통합도(3)와 통행량의 정규성

(다) 오차항의 독립성과 등분산성 검증
[그림5-9]와 같이 통합도(3) 독립변수와 통행량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에서 잔
차들은 일정한 규칙을 갖지 않고 랜덤하게 산재되어 있으므로 독립성과 등분산성
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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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잔차 산점도(통합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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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sibility ERAM(V-ERAM) 모델 보행 예측력
Visibility ERAM(V-ERAM) 모델이 실제 통행량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살펴보
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를 V-ERAM(3),
종속변수를 log(통행량)으로 설정하였다. [표5-8]은 V-ERAM(3)과 대전역 통행량
과의 회귀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R=0.486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두 변수 간에는 선형관계를 나타내며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통행량)에 대한 독립변수(V-ERAM(3))가 갖는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
정계수(R2)는 0.236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통행량에 대해 V-ERAM(3)이 갖는
설명력은 23.6%임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통합도(3)에 비해 V-ERAM(3)의 결정계
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합도(3)에 비해 V-ERAM(3)이 보행 예측 설명력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8 회귀분석 모형 요약(V-ERAM(3))
모형 요약b
모형
R
R 제곱
1
.486a
.236
a. 예측변수: (상수), V-ERAM(3)
b. 종속변수: log(통행량)

조정된 R 제곱
.198

표준 추정값 오류
.5257982160094

(가) 선형성 검증
[표5-9]는 분산분석 결과로 F값이 6.188로 나타나고, 유의확률은 0.022로서 회
귀선의 모델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귀계수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적
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9 회귀선 모델 검증(V-ERAM(3))
분산 분석a
모형
제곱합
회귀분석
1.711
1 잔차
5.529
총계
7.240
a. 종속변수: log(통행량)
b. 예측변수: (상수), V-ERAM(3)

df
1
20
21

평균 제곱
1.711
.276

F
6.188

유의수준
.0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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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값은 2.488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22로서 통행량과 VERAM(3)의 분석모형의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즉, V-ERAM(3)이 통행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과관계의 모형이 성립됨을 보여준다.

표 5-10 분석모형 적합성(V-ERAM(3))
계수a
모형

B
(상수)
.478
1
V-ERAM(3)
.474
a. 종속변수: log(통행량)

비표준 계수
표준 오차
.164
.190

표준 계수
베타
.486

t

유의수준

2.922
2.488

.008
.022

(나) 정규성 검증
[그림5-10]은 V-ERAM의 정규성을 정규 p-p 곡선으로 보여준다. 예상누적확
률이 관측된 확률에 거의 근접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규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0 V-ERAM(3)과 통합도의 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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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차항의 독립성 및 등분산성 검증
[그림5-11]과 같이 통합도(3) 독립변수와 통행량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에서
잔차들은 일정한 규칙을 갖지 않고 랜덤하게 산재되어 있으므로 독립성과 등분산
성을 만족한다.

그림 5-11 잔차 산점도(V-ERA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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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gular Visibility ERAM(A-V-ERAM) 모델 보행 예측력
[표5-11]은 각도 가중 Visibility ERAM(A-V-ERAM) 모델이 실제 통행량에 대
해 갖는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
석을 위해 독립변수를 A-V-ERAM(3), 종속변수를 log(통행량)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R=0.561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
낸 것으로 두 변수 간에는 선형관계를 나타내며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통행량)에 대한 독립변수(A-V-ERAM(3))이 갖는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는 0.315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통행량에 대해 A-V-ERAM(3)이 갖
는 설명력이 31.5%임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통합도(3) 결정계수는 0.179, VERAM(3) 결정계수는 0.236으로, 이에 비해 A-V-ERAM(3)의 결정계수(0.315)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통합도(3)와 V-ERAM(3)에 비해 A-V-ERAM(3) 모델
보행예측 설명력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5-11 회귀분석 모형 요약(A-V-ERAM(3))
모형 요약b
모형
R
R 제곱
1
.561a
.315
a. 예측변수: (상수), A-V-ERAM(3)
b. 종속변수: log(통행량)

조정된 R 제곱
.281

표준 추정값 오류
.4978745800583

(가) 선형성 검증
[표 5-12]는 A-V-ERAM 분산분석 결과로 F값이 9.208로 나타나고, 유의확률
은 0.007로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귀계수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적합함을 보여준다.

표 5-12 회귀선 모델 검증(A-V-ERAM(3))
분산 분석a
모형
제곱합
df
회귀분석
2.282
1
1 잔차
4.958
20
총계
7.240
21
a. 종속변수: log(통행량)
b. 예측변수: (상수), A-V-ERA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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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248

F
9.208

유의수준
.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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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값은 3.034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07로서 통행량과 A-VERAM(3)의 분석모형의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5-13 분석모형 적합성(A-V-ERAM(3))
계수a
모형
(상수)
A-V-ERAM(3)
a. 종속변수: log(통행량)
1

비표준 계수
B
표준 오차
.531
.133
.464
.153

표준 계수
베타
.561

t

유의수준

3.991
3.034

.001
.007

(나) 정규성 검증
[그림5-12]는 A-V-ERAM의 정규성을 정규 p-p 곡선으로 보여준다. 예상누적
확률이 관측된 확률에 거의 근접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규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2 A-V-ERAM(3)과 통행량의 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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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차항의 독립성 및 등분산성 검증
[그림5-13]과 같이 통합도(3) 독립변수와 통행량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에서
잔차들은 일정한 규칙을 갖지 않고 랜덤하게 산재되어 있으므로 독립성과 등분산
성을 만족한다.

그림 5-13 잔차 산점도(A-V-ERAM(3))

124

제 5장.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 모델 검증

(4) Energy Visibility ERAM(E-V-ERAM) 모델 보행 예측력
[표5-14]는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E-V-ERAM)) 모델이 실제 통행
량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를 E-V-ERAM(3), 종속변수를 log(통행량)으로 설정하
였다. 분석결과 R=0.600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를 나타낸 것으로 두 변수 간에는 선형관계를 나타내며 기존 모델 가운데 상관관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통행량)에 대한 독립변수(E-V-ERAM(3))가 갖
는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는 0.359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통행량에 대해
E-V-ERAM(3)이 갖는 설명력이 35.9%임을 의미한다.
모델별

회귀

결정계수

비교결과,

통합도(3)

0.179,

V-ERAM(3)

0.236,

A-V-ERAM(3) 0.315인데 반해 E-V-ERAM(3)의 결정계수는 0.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합도(3), V-ERAM(3), A-V-ERAM(3)에 비해 E-V-ERAM(3)이
보행 예측 설명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4 회귀분석 모형 요약(E-V-ERAM(3))
모형 요약b
모형
R
R 제곱
1
.600a
.359
a. 예측변수: (상수), E-V-ERAM
b. 종속변수: log(통행량)

조정된 R 제곱
.327

표준 추정값 오류
.4815262746975

(가) 선형성 검증
[표 5-15]는 E-V-ERAM 분산분석 결과로 F값이 11.225로 나타나고, 유의확
률은 0.003으로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귀계수는 유의
확률 0.05수준에서 적합함을 보여준다.
표 5-15 회귀선 모델 검증(E-V-ERAM(3))
분산 분석a
모형
제곱합
회귀분석
2.603
1 잔차
4.637
총계
7.240
a. 종속변수: log(통행량)
b. 예측변수: (상수), E-V-ERAM

df
1
20
21

평균 제곱
2.603
.232

F
11.225

유의수준
.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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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값은 3.350으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03으로서 통행량과
E-V- ERAM(3)의 분석모형의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5-16 분석모형 적합성(E-V-ERAM(3))
계수a
모형
(상수)
E-V-ERAM(3)
a. 종속변수: log(통행량)
1

비표준 계수
B
표준 오차
.536
.125
.502
.150

표준 계수
베타
.600

t

유의수준

4.285
3.350

.000
.003

(나) 정규성 검증
[그림5-14]는 E-V-ERAM의 정규성을 정규 p-p 곡선으로 보여준다. 예상누적
확률이 관측된 확률에 거의 근접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규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4 E-V-ERAM(3)과 통행량의 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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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차항의 독립성 및 등분산성 검증
[그림 5-15]와 같이 통합도(3) 독립변수와 통행량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에서
잔차들은 일정한 규칙을 갖지 않고 랜덤하게 산재되어 있으므로 독립성과 등분산
성을 만족한다.

그림 5-15 잔차 산점도(E-V-ERA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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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 결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보행에너지 가중치 산정 모형을 구축한 후, 4장에서 보행
에너지 가중치를 적용한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E-V-ERAM) 모델을
이용하여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를 갖는 대형 다중이용공간인 대전역
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시성 그래프를 이용하여 수직ㆍ수
평 연결공간을 재현하였다. 그리고 분석대상 공간의 공간이용 패턴을 알기 위해 통
행량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로부터 집계된 통행량 빈도를 이용하여 통합도(3),
V-ERAM(3), A-V-ERAM(3), E-V-ERAM(3)과의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 [표5-17]은 대전역 실제 통행량에 대한 공간분석모델의 보행 예측력을 비교
한 결과이다.

표 5-17 대전역 통행량에 대한 공간분석 모델의 보행 예측력 비교
분석도면

가시성 그래프

분석지표

통합도(3)

V-ERAM(3)

A-VERAM(3)

E-VERAM(3)

통행량과의
상관관계(R)

0.422

0.486

0.561

0.600

통행량에 대한
보행예측력(R2)

0.179

0.236

0.315

0.359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공간의 가시성 그래프로부터 산출된 통합도(3), V-ERAM(3),
A-V-ERAM(3)은 통행량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0.422,
R=0.486, R=0.561). 보행 예측력에 있어서는 최단 경로를 전제로 하는 공간구문
론보다 임의보행의 개념을 갖는 ERAM 모델의 보행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각각
R2=0.179, R2=0.236, R2=0.315). 분석모형 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간분석 모델 가운데에서는 A-V-ERAM(3)이 보행 예측
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공간구문론의 통합도 지표
와 ERAM 모델 지표를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임의보행 개념을 갖는 ERAM 모델의
보행 예측력이 뛰어남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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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시성 그래프에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인 E-V-ERAM(3)은
통행량과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에서 기존 공간분석 모델 지표들에 비해 가장 높
은 결과를 보여주었다(상관계수(R)=0.600, 보행 예측력(R2)=0.359). 즉, 공간의 물
리적 연결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행 활동요소를 분석 모델에
반영한 결과, 모델의 보행예측력이 보다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A-V-ERAM(3)뿐만 아니라 E-V-ERAM(3)은 초대형 다중이용 건
축물의 보행량을 보다 더 잘 예측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모델을 3차원 수직ㆍ수평 연결 공간구조를 갖는 대형 건축물의 건축
계획 사전단계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공간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건축 계획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3차원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을 보행에너지를 기반으로 공간
이동성을 평가하여 보행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
석 모델은 건축설계안과 같이 가상의 공간 계획안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최적
의 공간 계획안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상의 공간 계획안
을 사전 평가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가상의 공간 계획안을 어떻게
사전에 평가 및 분석할 것인지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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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상공간의 시뮬레이션
5장에서는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 모델을 제시하여 실제 통행량과
의 비교를 통해 분석 모델의 보행 예측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공간 계획안은 3차
원 공간 네트워크 계획뿐만 아니라 2차원 공간계획안도 계획대상이 되므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분석 모델이 2차원 공간에서도 유효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6
장에서는 5장에서의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에서 수직 공간 네트워크
를 제외한 2차원 가상공간 네트워크를 재현한 후 실제 통행량과의 비교를 통해 2
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보행 예측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분석 모델이 3차원 공간 네트워크 계획뿐만 아니라 2차원 공간 네트
워크 계획안에 대해 비교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시설뿐만 아니라 가상의 공간을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계획안을 도출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6.1.1. 분석 모델별 실제 통행량과의 상관관계 분석
본 절에서는 대전역을 대상으로 1층과 3층의 수직 연결 네트워크 공간을 제외한
2개의 가상의 2차원 수평 공간을 설정하여 실제 통행량과의 보행 예측력을 검증하
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3층의 2차원 네트워크 평면구성은 통합도(3), V-ERAM(3),
A-V-ERAM, E-V-ERAM 분석 모델 모두 유의확률 0.05수준(양측검정)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1층 평면은 4개 분석 모델 모두 유의확률 0.05 수
준(양측검정)에서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1층 통행량 조사대상 공간
의 개수가 부족한 결과로 추정된다. [표6-1]은 3층의 평면 공간구성에서 17개 실
공간의 실제 보행량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표 6-1 공간분석모델별 실제 통행량에 대한 보행 예측력 상관관계 비교
상관관계분석
LOG
(visits)
Pearson
1
P-value(both)
N
17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함 (양쪽)
LOG
(visits)

Int(3)
.439*
0.041
17

V-ERAM
(3)
.522*
0.032
17

A-VERAM(3)
.556*
0.020
17

E-VERAM(3)
.532*
0.02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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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행량에 대한 각 공간분석모델의 상관성은 통합도(3)의 경우는 상관계수
가 0.439, V-ERAM(3), A-V-ERAM(3), E-V-ERAM(3)은 각각 0.522, 0.556,
0.532로 실제 보행량에 대한 상관관계는 각도 가중 Visibility ERAM(A-V-ERAM)
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E-V-ERAM)이 상관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3차원 공간 네트워크보다 2차원 공간에서 E-V-ERAM
이 A-V-ERAM에 비해 상관성이 다소 떨어지는데, 이것은 A-V-ERAM은 공간 인
접각도가 일정 각도 이상부터 가중치가 급격히 증가하나, 본 연구에서는 수평 공간
에서의 방향전환 각도에 따른 가중치를 선형관계로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A-V-ERAM에서는 공간 인접 사이각이 90도일 때는 가중치가
1이나, 180도일 때는 가중치가 4로, 공간 인접 사이각이 일정 각도 이상 넘어가면
가중치가 비 선형관계로 급격히 증가 되고, 이로 인해 공간 이동성이 차이가 뚜렷
해져 보행 예측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수평 공간에서의 방향전환 각도(θ)에 따른 가중치를 0에서
1 사이 값으로 선형관계를 이루도록 적용한 것이 2차원 수평 공간의 보행예측력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통합도(3)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V-ERAM 보다 보행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상관관계 분석은 실제 보행량과 각 분석 모델 지표 간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실제 보행량에 대한 각 분석 모델 지표의 보행 예측력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6.1.2. 분석 모델별 보행 예측력
본 절에서는 대전역을 대상으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수직 연결공
간을 제외한 가상의 공간계획안을 설정한 후 실제 보행량에 대한 각 분석 모델 지
표의 보행 예측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차원 공간계획안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석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통합도 보행 예측력
통합도(3)가 실제 통행량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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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였다.49)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를 통합도(3), 종속변수를 log(통행량)
으로 설정하였다. [표6-2]는 회귀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관계수(R)가
0.439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상
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통행량)에 대해 독립변수(통합도(3))가 갖
는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는 0.192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통행량에 대해
통합도(3)가 갖는 설명력은 19.2%임을 의미한다.

표 6-2 회귀분석 모형 요약(통합도(3))
모형 요약a
모형

R

R 제곱

1
.439a
a. 예측변수: (상수), Int(3)
b. 종속변수: log_통행량

조정된 R 제곱

0.192

표준 추정값 오류

0.152

0.540675613

(가) 선형성 검증
[표6-3]은 분산분석 결과로, F값이 4.767이고, 유의확률은 0.41로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귀계수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적합함을
보여준다.

표 6-3 회귀선 모델 검증(통합도(3))
분산 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4.767

.041b

회귀분석

1.393

1

1.393

잔차

5.847

20

0.292

총계
7.240
a. 종속변수: log(통행량)
b. 예측변수: (상수), Int(3)

21

1

[표6-4]에서는 t값이 2.183으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5로서 통행
량과 통합도(3)의 분석모형의 적합함을 알 수 있다.50) 즉, 통합도가 통행량에 영향
49) 앞 절에서 통합도(3)와 log(통행량)의 상관계수는 0.422로 상관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시
행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50) t값이 1.96일 때 p값은 0.05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유의확률의 기준을 0.05이하로 한다. 이
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t값은 ±1.96이상일 때 가설은 채택되고, p값은 0.05이하일 때 가설이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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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다는 인과관계의 모형이 성립됨을 보여준다.

표 6-4 분석모형 적합성(통합도(3))
계수a
모형

비표준 계수
B

표준 오차

0.156

0.306

Int(3)
0.105
a. 종속변수: log(통행량)

0.048

1

(상수)

표준 계수
베타
0.439

t

유의수준

0.511

0.615

2.183

0.041

(나) 정규성 검증
회귀선을 그었을 때, 모든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관측값은 정규분포를 따
라야 한다. 이 정규성의 가정은 회귀분석을 수행할 때 정규 p-p 곡선을 그려 눈으
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6-1]에서는 관측된 확률에 거의 근접하여 증가하고 있으
므로 정규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 통합도(3)와 통행량의 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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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차항의 독립성과 등분산성 검증
[그림6-2]와 같이 통합도(3) 독립변수와 통행량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에서 잔
차들은 일정한 규칙을 갖지 않고 랜덤하게 산재되어 있으므로 독립성과 등분산성
을 만족한다.

그림 6-2 잔차 산점도(통합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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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sibility ERAM(V-ERAM) 모델 보행 예측력
Visibility ERAM(V-ERAM) 모델이 실제 통행량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살펴보
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를 V-ERAM(3),
종속변수를 log(통행량)으로 설정하였다. [표6-5]는 V-ERAM(3)과 대전역 통행량
과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상관계수(R)는 0.522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두 변수 간에는 선형관계를
나타내며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통행량)에 대해 독립변수(V-ERAM(3))가 갖는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
정계수(R2)는 0.273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통행량에 대해 V-ERAM(3)이 갖는
설명력은 27.3%임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통합도(3) 0.192에 비해 V-ERAM(3)의
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합도(3)에 비해 V-ERAM(3)이 보행 예측 설
명력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5 회귀분석 모형 요약(V-ERAM(3))
모형 요약b
모형
R
R 제곱
1
.522a
0.273
a. 예측변수: (상수), V-ERAM(3)
b. 종속변수: log(통행량)

조정된 R 제곱
0.224

표준 추정값 오류
0.544933800393

(가) 선형성 검증
[표6-6]은 분산분석 결과로 F값이 5.624로 나타나고, 유의확률은 0.032로서 회
귀선의 모델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귀계수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적
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6 회귀선 모델 검증(V-ERAM(3))
분산 분석a
모형
제곱합
회귀분석
1.670
1 잔차
4.454
총계
6.124
a. 종속 변수: log(통행량)
b. 예측변수: (상수), V-ERA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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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1
15
16

평균 제곱
1.670
0.297

F
5.624

유의수준
.0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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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값은 2.371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32로 통행량과 V- ERAM(3)
의 분석모형의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즉, V-ERAM(3)이 통행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과관계의 모형이 성립됨을 보여준다.

표 6-7 분석모형 적합성(V-ERAM(3))
계수a
비표준 계수
B
표준 오차
(상수)
0.598
0.177
1
V-ERAM(3)
0.658
0.277
a. 종속변수: log(통행량)
모형

표준 계수
베타
0.522

t

유의수준

3.383
2.371

0.004
0.032

(나) 정규성 검증
[그림6-3]은 V-ERAM의 정규성을 정규 p-p 곡선으로 보여준다. 예상누적확
률이 관측된 확률에 거의 근접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규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3 V-ERAM(3)과 통합도의 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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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차항의 독립성 및 등분산성 검증
[그림6-4]와 같이 V-ERAM 독립변수와 통행량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에서 잔
차들은 일정한 규칙을 갖지 않고 랜덤하게 산재되어 있으므로 독립성과 등분산성
을 만족한다.

그림 6-4 잔차 산점도(V-ERA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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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gular Visibility ERAM(A-V-ERAM) 모델 보행 예측력
[표6-8]은 각도 가중 Visibility ERAM(A-V-ERAM) 모델이 실제 통행량에 대
해 갖는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
석을 위해 독립변수를 A-V-ERAM(3), 종속변수를 log(통행량)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상관계수(R)는 0.556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
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두 변수 간에는 선형관계를 나타내며 상관관계가 다소 높
게 나타났다. 종속변수(통행량)에 대해 독립변수(A-V-ERAM(3))가 갖는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는 0.310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통행량에 대해 A- VERAM(3)이 갖는 설명력이 31%임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통합도(3) 회귀 결정계
수는 0.192, V-ERAM(3) 회귀 결정계수는 0.273으로, 이에 비해 A-V-ERAM(3)
의 결정계수가 0.310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통합도(3)와 V-ERAM(3) 모델
에 비해 A-V-ERAM(3) 모델의 보행 예측 설명력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6-8 회귀분석 모형 요약(A-V-ERAM(3))
모형 요약b
모형
R
R 제곱
1
.556a
0.310
a. 예측변수: (상수), A-V-ERAM(3)
b. 종속변수: log(통행량)

조정된 R 제곱
0.264

표준 추정값 오류
0.530904983084

(가) 선형성 검증
[표 6-9]는 A-V-ERAM 분산분석 결과로 F값이 6.728로 나타나고, 유의확률은
0.020으로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귀계수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적합함을 보여준다.

표 6-9 회귀선 모델 검증(A-V-ERAM(3))
분산 분석a
모형
제곱합
df
회귀분석
1.896
1
1 잔차
4.228
15
총계
6.124
16
a. 종속변수: log(통행량)
b. 예측변수: (상수), A-V-ERAM(3)

평균 제곱
1.896
0.282

F
6.728

유의수준
.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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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값은 2.594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20으로 통행량과 A-VERAM(3)의 분석모형의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6-10 분석모형 적합성(A-V-ERAM(3))
계수a
비표준 계수
B
표준 오차
(상수)
0.562
0.177
1
A-V-ERAM(3)
0.800
0.308
a. 종속변수: log(통행량)
모형

표준 계수
베타
0.556

t

유의수준

3.185
2.594

0.006
0.020

(나) 정규성 검증
[그림6-5]는 A-V-ERAM의 정규성을 정규 p-p 곡선으로 보여준다. 예상누적확
률이 관측된 확률에 거의 근접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규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5 A-V-ERAM(3)과 통행량의 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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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차항의 독립성 및 등분산성 검증
[그림6-6]과 같이 A-V-ERAM 독립변수와 통행량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에서
잔차들은 일정한 규칙을 갖지 않고 랜덤하게 산재되어 있으므로 독립성과 등분산
성을 만족한다.

그림 6-6 잔차 산점도(A-V-ERA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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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ergy Visibility ERAM(E-V-ERAM) 모델 보행 예측력
[표6-11]은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E-V-ERAM) 모델이 실제 통행
량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를 E-V-ERAM(3), 종속변수를 log(통행량)으로 설정하
였다. 분석결과 상관계수(R)는 0.532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두 변수 간에는 선형관계를 나타내며 통합도(3)와 가중
치가 없는 V-ERAM(3)보다 상관관계가 높으나 각도 가중 V-ERAM 보다 다소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 회귀분석 모형 요약(E-V-ERAM(3))
모형 요약b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1

.532a

0.283

0.236

0.540911449166

a. 예측변수: (상수), E-V-ERAM(3)
b. 종속변수: log(통행량)

종속변수(통행량)에 대해 독립변수(E-V-ERAM(3))가 갖는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는 0.283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통행량에 대해 E-V-ERAM(3)이
갖는 설명력이 28.3%임을 의미한다.
분석 모델별 회귀 결정계수를 비교한 결과, E-V-ERAM(3)의 회귀 결정계수(R2)
는 0.283으로 통합도(0.192), V- ERAM(0.273) 보다 높으나 A-V-ERAM(0.310)
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결국, 2차원 공간에서는 E-V-ERAM(3)의 보행 예측력이
통합도(3), V-ERAM(3) 보다는 높으나 A-V-ERAM(3)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A-V- ERAM(3)이 일정 각도부터 가중치가 비 선형관계로
주어지나, E-V-ERAM(3)은 방향전환 각도와 가중치를 선형관계로 부여한 데 따
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A- V-ERAM(3)에서는 공간 인접 사이각이 90도일
때 가중치가 1이나, 180도일 때는 각도 가중치가 4로 인접 사이각이 90도부터 가
중치가 비선형으로 부여된다. 반면, E-V-ERAM(3)은 방향전환 각도(θ)에 따라 가
중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이 부여되어 선형관계로 해석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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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형성 검증
[표6-12]는 E-V-ERAM 분산분석 결과로 F값이 5.932로 나타나고, 유의확률
은 0.028로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귀계수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적합함을 보여준다.
표 6-12 회귀선 모델 검증(E-V-ERAM(3))
분산 분석a

1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1.736

1

1.736

5.932

.028b

잔차

4.389

15

0.293

총계

6.124

16

a. 종속변수: log(통행량)
b. 예측변수: (상수), E-V-ERAM(3)

t값은 2.436으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28로 통행량과 EV-ERAM(3)의 분석모형의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6-13 분석모형 적합성(E-V-ERAM(3))
계수a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모형
B

표준 오차

(상수)

0.588

0.176

E-V-ERAM(3)

0.693

0.284

t

유의수준

3.333

0.005

2.436

0.028

베타

1
0.532

a. 종속 변수: log(통행량)

(나) 정규성 검증
[그림6-7]은 E-V-ERAM의 정규성을 정규 p-p 곡선으로 보여준다. 예상누적확
률이 관측된 확률에 거의 근접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규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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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E-V-ERAM(3)과 통행량의 정규성

(다) 오차항의 독립성 및 등분산성 검증
[그림 6-8]과 같이 E-V-ERAM 독립변수와 통행량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에
서 잔차들은 일정한 규칙을 갖지 않고 랜덤하게 산재되어 있으므로 독립성과 등분
산성을 만족한다.

그림 6-8 잔차 산점도(E-V-ERA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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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공간 이동성 비교
대전역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수직 연결공간을 제외한 1층과 3층을
독립적으로 분리한 가상의 2차원 네트워크 평면구성에 대해 각 분석 모델의 보행
예측력을 살펴본 결과, 2차원 네트워크 평면 공간에서는 A-V-ERAM 모델이 가장
높은 보행 예측력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E-V-ERAM 모델이 높은 보행 예측 설명
력을 가졌다. 여기서, 보행 예측력은 공간별 상대적 이동성을 기반으로 한 실제 보
행량과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공간별 상대적 이동성은 각 분석 지표값
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A-V-ERAM 모델과 E-V-ERAM 모델이
갖는 보행 예측력의 차이는 이 두 분석 모델에 따른 공간별 상대적 이동성의 차이
비교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두 분석 모델의 공간 이동성 분석은 1층 11개 공간과 3층 23개 공간으로 총 34
개 공간에 대해 상대적 이동성의 크기에 의해 상대적 이동성의 우선순위를 비교하
였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각 공간별 상대적 이동성을 나타내는 분석 모델 지
표는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의 상대적 이동성을 비교하는 지표이지, 타 분석 모델
지표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분석 모델 지표에 의해 상대적
으로 이동성이 높은 공간과 낮은 공간을 비교하여 보행 예측력이 어떤 공간에서 차
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6-14]는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
A-V-ERAM 모델과 E-V-ERAM 모델의 공간 이동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공공공간에서 3층 자유 보행공간과 티켓창구의 순위가 바뀐 것을 제
외하고 자동발매기, 엘리베이터, 수유실, 남녀화장실, 1층 자유 보행공간의 이동성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일부 상업매장(여행센터와 핫도그, 분식과 패
스트푸드)에서도 순위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 이동성을 보였다. 서점
(매장)은 두 모델 모두 3층에서 이동성이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2차원 네트워크 평면 공간에서는 A-V-ERAM 모델이
E-V-ERAM 모델보다 보행 예측력이 높으나, 공간별 이동성 순위를 비교한 결과
유사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E-V-ERAM 모델도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방향전환 시 회전각도 가중치를 선형관계로 적용하였으나, A-V-ERAM 모델과
같이 방향전환 시 비선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도 보다 더 보행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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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A-V-ERAM과 E-V-ERAM의 2차원 공간 네트워크 이동성 비교
순위

공간명

위치 A-V-ERAM

공간명

1

자유보행공간

3층 1.31686659

티켓창구

3층

1.50915141

2

티켓창구

3층 1.25870936

자유보행공간

3층

1.30233337

3

자동발매기1

3층 0.86442875

자동발매기1

3층

0.98134128

4

자동말배기2

3층 0.85248657

자동말배기2

3층

0.91476081

5

매장(화장품)

3층 0.50296246

매장(화장품)

3층

0.50267484

6

매장(경주빵)

3층 0.38798968

매장(경주빵)

3층

0.39138654

7

매장(카페베네)

3층 0.37601636

매장(카페베네)

3층

0.35751008

8

매장(성심당빵)

3층 0.31566379

매장(성심당빵)

3층

0.31814295

9

매장(중소기업)

3층 0.22533595

매장(중소기업)

3층

0.22195260

10

식당(묵밥)

3층 0.22314568

식당(묵밥)

3층

0.20044985

11

매장(식음료)

3층 0.19769516

매장(식음료)

3층

0.19258841

12

매장(편의점)

3층 0.16299779

매장(편의점)

3층

0.16323123

13

매장(우동)

3층 0.13606224

매장(우동)

3층

0.14194061

14

여행센터

3층 0.12547636

매장(핫도그)

3층

0.11561009

15

매장(핫도그)

3층 0.11433724

여행센터

3층

0.11058348

0.0333679 매장(화장실옆 카페) 3층

0.03099709

16 매장(화장실옆 카페)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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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V-ERAM

17

엘리베이터

3층 0.03233297

엘리베이터

3층

0.02998721

18

매장(도넛)

3층 0.02853261

매장(호두)

3층

0.02598310

19

매장(호두)

3층 0.02766817

매장(도넛)

3층

0.02482188

20

수유실

3층 0.00076835

수유실

3층

0.00077500

21

남자화장실

3층 0.00007947

남자화장실

3층

0.00009226

22

여자화장실

3층 0.00005455

여자화장실

3층

0.00003838

23

매장(서점)

3층 0.00000021

매장(서점)

3층

0.00000009

1

자유보행공간

1층 1.88425915

자유보행공간

1층

1.86130324

2

카페(출입구 옆)

1층 0.96395607

카페(출입구 옆)

1층

1.07981629

3

식당(용우동)

1층 0.73675754

식당(용우동)

1층

0.81367519

4

매장(편의점)

1층 0.51082431

매장(편의점)

1층

0.57944235

5

식당(레스토랑)

1층 0.32991528

식당(레스토랑)

1층

0.32416282

6

식당(국밥)

1층 0.12085780

식당(국밥)

1층

0.14195872

7

식당(분식)

1층 0.07065060

식당(패스트푸드)

1층

0.06523169

8

식당(패스트푸드)

1층 0.06294072

식당(분식)

1층

0.05377443

9

엘리베이터

1층 0.02083315

엘리베이터

1층

0.01770579

10

남자화장실

1층 0.01723507

남자화장실

1층

0.01351642

11

여자화장실

1층 0.01337166

여자화장실

1층

0.01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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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소결
5장에서는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을 보행에너지를 기반으로 공간 이동
성을 평가하여 보행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모
델은 기존시설의 공간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안과 같이 가상의 공
간 계획안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공간 계획안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 계획은 3차원 공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로만 이루어진 계획안도 대상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행에너지 가중
ERAM (E-V-ERAM) 모델이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 갖는 보행 예측력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6장에서는 대전역을 대상으로 수직 연결 네트워크 공간
을 제외한 가상의 공간 계획안을 설정하여, 모델별 공간 이동성을 기반으로 한 보
행량 예측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실제 통행량에 대한 통합도(3), V-ERAM(3), A-V-ERAM(3), EV-ERAM(3)과의 상관관계 분석과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 [표6-15]는
대전역 실제 통행량에 대한 공간분석모델의 보행 예측력을 비교한 결과이다.

표 6-15 2차원 평면공간(대전역 3층) 통행량에 대한 공간분석 모델의 보행 예측력 비교
분석도면

가시성 그래프

분석지표

통합도(3)

V-ERAM(3)

A-VERAM(3)

A-VERAM(3)

통행량과의
상관관계(R)

0.439

0.522

0.556

0.532

통행량에 대한
보행예측력(R2)

0.192

0.273

0.310

0.283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공간의 가시성 그래프로부터 산출된 통합도(3), V-ERAM(3),
A-V-ERAM(3)은 통행량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0.439,
R=0.522, R=0.556). 보행 예측력에 있어서는 최단 경로를 전제로 하는 공간구문
론(통합도) 보다 임의보행의 개념을 갖는 ERAM 모델의 보행 예측력이 높게 나타
났다(각각 R2=0.192, R2=0.273, R2=0.310). 분석모형 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모
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서 기존 공간분석 모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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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에서는 A-V-ERAM(3)이 보행 예측력 (R2=0.310)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공간구문론의 통합도 지표와 ERAM 모델 지표를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임의보행 개념을 갖는 ERAM 모델의 보행 예측력이 뛰어남을 보여
주는 기존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 E-V-ERAM(3)은 통행량과의 상관관계 분석
과 회귀분석에서 기존 통합도 지표와 가중치가 없는 V-ERAM 모델 지표보다 높은
결과값을 가지나(상관계수(R)=0.532, 보행 예측력(R2)=0.283), A-V-ERAM(3) 모
델 지표(상관계수(R)=0.556, 보행 예측력(R2)=0.310)보다는 낮은 값을 보여주었
다.
이러한 결과는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 E-V-ERAM(3)의 보행 예측력이 통합
도(3), V-ERAM(3)보다는 높으나 A-V-ERAM(3)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A-V-ERAM(3)이 일정 각도부터 가중치가 비 선형관계로 주어지
나, E-V-ERAM(3)은 방향전환 각도와 가중치를 선형관계로 부여한 데 따른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즉, A-V-ERAM(3)에서는 공간 인접 사이각이 90도일 때 가중
치가 1이나, 180도일 때는 각도 가중치가 4로 인접사이각이 90도부터 가중치가
비선형으로 부여된다. 반면, E-V-ERAM(3)은 방향전환 각도(θ)에 따라 가중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이 부여되어 선형관계로 해석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A-V-ERAM(3) 모델은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에 적합한 반면, 본 연구
에서 제시한 E-V-ERAM(3) 모델은 3차원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에
적합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A-V-ERAM(3) 모델이 3차원 공간 네트
워크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E-V-ERAM(3) 모델이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
석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두 모델 모두 통합도와 가중치가 없는
V-ERAM(3) 모델에 비해 보행량 예측력이 높으므로 공간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
하여 이동성을 기반으로 한 공간분석을 할 경우 예측력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향후 E-V-ERAM(3) 모델에 일정 각도 이상부터 비선형 가중치를 부여
하여 2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보행 예측력을 높이는 후속연구도 검토가 가능할 것
이다.
본 절에서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와 2차원 공간 네트워크를 갖는 기존시설물에
대한 평가와 계획안을 비교 분석하기에 앞서 가상의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
각 분석 모델 지표가 갖는 보행 예측력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존시설물에 대한 평가와 가상의 공간 계획안을 사전 평가 및 분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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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기존시설물과 가상의 공간 계획안을 어떻게 사전에
평가 및 분석할 것인지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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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분석 모델의 적용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행에너지 가중 V-ERAM 모델(E-V-ERAM)은 기존시설
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공간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
전계획단계에서 공간의 이용 패턴을 예측하여 효율적인 공간을 계획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E-V-ERAM 모델을 활용해서 기존시설과 사전계획단계의
공간 계획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6.2.1. 기존시설의 공간분석
철도역사는 백화점처럼 상업 기능이 주를 이루는 상업건축물과 달리 공공기능과
상업 기능이 혼재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건축물로 이에 맞는 공간 계획을 검토해
야 한다. 즉, 열차가 정차할 때마다 여객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공공공간은 일시적
으로 매우 혼잡해지므로 원활한 여객의 유동이 이루어지도록 동선계획과 함께 공
간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업공간도 여객의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
록 배치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대전역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도시철도 이용객이 혼재되어 유입되는 철도역사
로서 열차가 정차하는 첨두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주말 시간대에는 이용
객이 시간대에 관계 없이 체류 인원과 유동 인원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2005년도 고속철도 개통 이후 역사 이용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역사 내부가 혼
잡해지는 가운데, 지역 특산물의 상업매장이 들어서면서 역사 혼잡이 가중되었다.
가령, [그림6-9]에서 E-1-15의 공간은 대전역 3층 지역 명물 특산매장(빵)이
위치한 곳이다. 그러나 원래는 혼잡하지 않은 공간이었으나 방문빈도가 높은 지역
특산 매장이 배치되어 매장 주변의 혼잡이 가중된 것인지, 아니면 역사 공간구조
상 여객의 공간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매장이 배치되어 혼잡이 가중되는 것인지 객
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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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대전역 3층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E-V-ERAM 모델은 공간이용 패턴을 사전에 예
측할 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의 공간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공간의 기능과 용도에 맞
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6-10 기존시설 공간분석(대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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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림6-10]에서 E-1-15의 상업매장(빵) 공간 앞은 공간 이동성이 매우 좋
아 보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으로 이용객 방문빈도가 높은 매장을 배치
할 경우 철도역사 내 여객동선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재배치를 검토하거나 고려
해 볼 수 있다. 사실 일반 백화점이나 상업 몰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매장
이 배치될 경우, E-1-15의 위치는 매장 배치에 있어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역사가 갖는 공간기능은 그 특성상 공공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업공
간의 기능에 우선하여 배치를 고려해야 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건축물의 공간
배치계획 시에는 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배치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E-V-ERAM 모델은 기존시설에 배치된 공간이 용도와
기능에 맞게 배치가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배치의 적절성 평가에 대한 분석방법은 기존 2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한 통합도, V-ERAM, A-V-ERAM 모델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다
면, 2차원 공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분석방법론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를 대
상으로 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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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2차원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 계획(안) 비교
5장에서는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성을 갖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
의 각 분석 모델별 공간이용 패턴과 보행량 예측력을 살펴보았다.
공간분석방법론은 기존시설의 공간배치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 계
획(안)에 대해 공간이용 패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3차원 공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공간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3차원 공간 네트워크와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 각 분석 모델별로
공간 이동성에 대해 어떤 차이가 나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대
전역을 대상으로 수직 연결부가 없는 가상의 2차원 공간 네트워크를 설정한 후 3
차원 공간 네트워크와 2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이동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공간 이동성의 시각화 비교
두 개의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와 같은 수직 연
결공간이 있는 경우와 수직 연결공간이 없는 경우 공간이용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건축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수직 연결공간이 있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 계획안과의 비교를 위해
가상의 2차원 공간 네트워크를 설정하였다. 2차원 공간 네트워크는 대전역의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수직 연결공간을 제외한 독립적인 2개의 평면 공간으
로 설정하였다.
수직 연결공간의 유무에 따른 공간분석을 하는 이유는 첫째, 수직 연결공간이 있
는 중앙집중형 계획안과 수직 연결공간이 없는 분산배치형 계획안의 이동성의 차
이를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둘째,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를
갖는 다층건축물을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평면으로 분리하여 기존 2차원 공간 네
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경우와 공간 이동성에 어떤 차
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분석방법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E-V-ERAM)
모델의 지표를 시각화하여 공간분석을 하였다. 분석 모델 지표를 이용하여 시각화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단위 공간의 이동성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직접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 공간 네트워크에서의 공간의 이동성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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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전체 공간의 이동성을 정량화된 수치로 분석한 후, 이를 시각화하여 표
현한다면 전체 공간에서 이동성이 높은 공간과 낮은 공간의 위상을 분석하여 효율
적인 공간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 결과
[그림6-11]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독립적인 평면구성을 갖는 2차원 공간 네트워
크에 대해 보행에너지 가중 ERAM(E-V-ERAM) 모델을 적용하여 E-V-ERAM의
정량적 지표를 산출하고 공간의 이동성을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6-11 2차원 공간 네트워크
평면공간 시각화 분석결과(E-V-ERAM)

분석결과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평면 1과 평면 2는 독립적인 평면 공간으로, 평
면1과 평면2 공간 네트워크 내의 각 공간의 이동성은 해당 평면 공간 네트워크 내
에서의 상대적 공간의 이동성을 나타낸 것이라는 점이다. 가령, 평면공간1의 공간
네트워크 내에서 적색계열 스펙트럼으로 갈수록 이동성이 높은 공간이며, 그 이동
성의 정도가 해당 공간 네트워크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이지, 동일한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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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갖는 평면공간2의 공간 네트워크 내에서도 동일한 이동성을 갖는다는 의미
가 아니다.
분석결과, 평면공간2의 공간 네트워크에서는 평면공간 내 출입구가 있는 중앙부
의 우측 부분이 이동성이 가장 높고,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이동성이 떨어지며, 계
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부분과 엘리베이터 통로 공간도 이동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평면공간1의 공간 네트워크에서는 매표소와 대합실 사이의 공간이 이동성이 가
장 좋고, 남녀화장실 공간과 매표소 전면부의 매장공간 내의 이동성이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매장 중에서도 지역 특산매장(빵)이 있는 공간이 이동성이 타 매장
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면공간1의 공간 네트워크에서는 계단과 에스컬레이
터,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이 이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의 기능에 따른 배치의 적절성을 공간의 이동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유 보
행공간은 임의보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동성이 높아야 하며, 화장실, 수유실
과 같은 목적 보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프라이빗 기능으로 인해 상대적 이동성이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반면, 매표소와 자동발매기의 공간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티켓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의보행과 목적보행의 중간정도의 이동성
이 발생하는 곳에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다. 상업매장의 경우는 공간이 공공건물의
성격을 갖는지, 백화점이나 쇼핑몰과 같은 상업건축물의 용도이냐에 따라 배치가
달라지게 된다. 즉, 상업건축물의 경우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 이동성이 좋은 곳에
매장을 배치하는 특성을 가지나, 철도역사와 같은 공공기능을 갖는 건축물은 이동
성이 높은 공간에 상업매장을 배치하는 경우 여객의 동선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배치를 검토하거나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2차원 공간 네트워크를 분석했을 때 매표소와 자동발매
기는 임의보행과 목적보행이 갖는 이동성의 중간 정도에 배치되고, 화장실과 수유
실의 위치는 이동성이 떨어지는 공간에 배치되어 이동성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배치가 적절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용객의 방문빈도가 높은 지역 특산매장
(빵)이 이동성이 높은 공간에 배치됨에 따라 여객동선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재
배치를 검토하거나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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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 결과
[그림6-12]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연결구조를 갖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

보행에너지

가중

ERAM(E-V-ERAM)

모델을

적용하여

E-V-ERAM의 정량적 지표를 산출하고 공간의 이동성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이
다.

그림 6-12 3차원 공간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결과(E-V-ERAM)

[그림6-12]의 3차원 공간 네트워크는 2차원 공간 네트워크와 달리, 1층과 3층
평면공간이 수직 연결공간에 의해 하나의 공간 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1층 공간 네트워크 내의 각 공간의 이동성은 1층과 3층 전체 공간에 대한 상대적
이동성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3층의 공간 이동성이 1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으며, 3층 매표소와 대
합실 사이 공간이 이동성이 가장 좋고, 화장실 공간이 이동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
다. 1층에서는 1층 출입구와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사이의 홀이 1층에서는 이동성
이 가장 좋고, 엘리베이터 통로 공간도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 3층에서는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위치한 공간이 1층 출입구 홀에
비해 이동성이 더 좋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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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기능에 따른 배치의 적절성을 공간의 이동성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3차
원 공간 네트워크를 분석했을 때 2차원 공간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매표소와 자
동발매기는 임의보행과 목적보행이 갖는 이동성의 중간 정도에 배치되고, 화장실
과 수유실의 위치는 이동성이 떨어지는 공간에 배치되어 이동성의 관점에서 전반
적으로 배치가 적절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용객의 방문빈도가 높은 지역 특산매장
(빵)이 이동성이 높은 공간에 배치됨에 따라 여객동선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재
배치를 검토하거나 고려해 볼 수 있음을 3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도 파악할 수 있
다. 또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와 같은 수직 연결공간이 있을 경우 2차
원 공간 네트워크보다 해당 공간이 이동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간
의 이동성이 높아져 공간의 이용 효율성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다) 2차원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비교
[그림6-13]은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수직 연결공간을 제외한 두 개
의 독립적인 평면구성을 갖는 2차원 공간 네트워크와 수직 연결공간을 갖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이동성을 E-V-ERAM 지표로 정량화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이다.

그림 6-13 2차원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 계획안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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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평면공간 2의 중앙 출입구 홀 부
분은 적색계열이나, 3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1층 출입구 홀 공간은 청색계열로 나
타난다. 이것은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비해 3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이동성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면공간2의 중앙 출입구 홀의 이동성은
해당 평면 공간 네트워크 내에서의 상대적 이동성이며,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내의
1층 출입 홀의 이동성은 수직 연결공간을 포함한 1층부터 3층까지의 전체 공간 네
트워크 내의 상대적 이동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 평면공간2는 화장실과 매장을 제외하고 청색계
열로 상대적 이동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직 연결공간이 있을
경우 3층 공간 네트워크의 공간 이동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층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수직 연결공간의 이동성이 눈에 띄
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개의 독립적인 평면공간 네트워크를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로 수직 연결할 경우 공간의 이동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엘리베이터 공간은 평면공간2에 비해 3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1층이 이동
성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나, 전체 공간 네트워크의 상대적 이동성을 고려하면 이동
성이 낮지 않으며, 3층 엘리베이터 공간은 평면공간2의 동일공간보다 이동성이 오
히려 더 좋게 나왔다. 이것은 엘리베이터 설치로 이동성이 더 향상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공간의 기능에 따른 배치의 적절성을 공간의 이동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
본 결과, 임의보행과 목적보행의 이동성을 갖는 매표실과 자동발매기, 목적보행의
이동성을 갖는 화장실과 수유실은 2차원 공간 네트워크와 3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서 적절한 배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3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수직 연결공
간으로 인해 3층 연결 인접공간의 이동성이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보다 더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직 연결공간으로 인해 공간이용 효율성이 더 향상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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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원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 계획안 비교
5장에서는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를 갖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
의 각 분석 모델별 공간이용 패턴과 보행 예측력을 살펴보았다.
공간분석방법론은 기존시설의 공간배치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 계
획(안)에 대해 공간이용 패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3차원 공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공간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즉, 계획된 공간이 용도와 기능에 맞게 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 분석이 필
요하다.
앞에 절에서는 공간배치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공간의 이동성을 시각화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공간의 이동성을 시각화하여 공간분석을 하는 방법
은 전체적인 공간이용 패턴을 파악하는데는 유용하지만 되지만, 이동성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본 절에서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와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 각 실공간이
용도과 기능에 맞게 배치가 되고 있는지를 공간 이동성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차원 공간 네트워크로 구성된 2개 평면에 대해 수직 연결
된 경우와 분리된 경우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 보행량 예측력이 가장 높은 A-V-ERAM
모델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 보행량 예측력이 가장 높은 E-V-ERAM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한 후, 각 모델의 ERAM 지표를 산출하여 각 공간의 이동성
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동성에 따른 공간 간 위상관계와 배치상태를 평가하여 기존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결과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대전역 1층과 3층 평면을 독립적으로 분리하
여 각 평면 공간에 대해 A-V-ERAM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대
상은 1층의 11개 단위 공간과 3층의 23개 단위 공간으로 구성된 총 34개 단위 공
간에 대해 A-V-ERAM 지표를 산정하였으며, 분석지표에 의해 각 공간의 이동성
을 평가하였다. 분석은 각 층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왜냐하면, A-V-ERAM 모델은
2차원 공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네트워크 평면 내의 공간의 상
대적 위상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승철(2006)의 연구에서도 병원 건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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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층 내의 평면구성을 갖는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ERAM 지표에 의한 혼잡도 변화를 분석하여 공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림6-14]는 대전역 1층에 대한 A-V-ERAM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였고, [표
6-16]은 해당 층 내의 단위 공간별 A-V-ERAM 지표를 산출한 결과이다.
A-V-ERAM 지표의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1층 자유 보행공간이 가장 크고, 그다
음은 매장, 엘리베이터이며, 화장실이 지표 가장 낮다. 이것은 1층 공간에서는 자
유 보행공간의 이동성이 가장 크고, 화장실 공간의 이동성이 가장 낮은 것을 의미
한다.

그림 6-14 A-V-ERAM을 이용한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결과(대전역 1층)

표 6-16. A-V-ERAM을 이용한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결과(대전역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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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공간명

위치

A-V-ERAM

공간이동성

1

자유보행공간

1층

1.88425915

MAX

2

카페(출입구 옆)

1층

0.96395607

3

식당(용우동)

1층

0.73675754

4

매장(편의점)

1층

0.51082431

5

식당(레스토랑)

1층

0.32991528

6

식당(국밥)

1층

0.12085780

7

식당(분식)

1층

0.07065060

8

식당(패스트푸드)

1층

0.06294072

9

엘리베이터

1층

0.02083315

10

남자화장실

1층

0.01723507

11

여자화장실

1층

0.01337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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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는 대전역 3층에 대해 A-V-ERAM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였고, [표
6-17]은 해당 층 내의 단위 공간별 A-V-ERAM 지표를 산출한 결과이다.
A-V-ERAM 지표의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3층 자유 보행공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매장, 엘리베이터, 수유실, 화장실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3층 공간에서는
자유 보행공간과 티켓창구, 자동발매기의 이용 빈도가 높은 영업공간의 이동성이
가장 크고, 화장실 공간의 이동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이한 점은 서
점 매장공간이 3층 전체 공간에서 이동성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대전역 1층과 3
층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 3층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공간의 이동성
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해당 층을 단일 층으로 계획할 경우 공간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는 해당 층별로 각 공간
의 상대적 이동성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으나 전체 공간에서 상대적 위상의 크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1층과 3층에서 자유 보행공간의 이동성이 가장 높으나, 1
층과 3층의 자유 보행 공간 중에 어떤 공간이 상대적 이동성의 크기를 파악하기 어
렵다.

그림 6-15 A-V-ERAM을 이용한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결과
(대전역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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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7 A-V-ERAM을 이용한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결과(대전역 3층)
순위

공간명

위치

A_V_ERAM

공간이동성

1

자유보행공간

3층

1.31686659

MAX

2

티켓창구

3층

1.25870936

3

자동발매기1

3층

0.86442875

4

자동말배기2

3층

0.85248657

5

매장(화장품)

3층

0.50296246

6

매장(경주빵)

3층

0.38798968

7

매장(카페베네)

3층

0.37601636

8

매장(성심당빵)

3층

0.31566379

9

매장(중소기업)

3층

0.22533595

10

식당(묵밥)

3층

0.22314568

11

매장(식음료)

3층

0.19769516

12

매장(편의점)

3층

0.16299779

13

매장(우동)

3층

0.13606224

14

여행센터

3층

0.12547636

15

매장(핫도그)

3층

0.11433724

16

매장(화장실옆 카페)

3층

0.03336790

17

엘리베이터

3층

0.03233297

18

매장(도넛)

3층

0.02853261

19

매장(호두)

3층

0.02766817

20

수유실

3층

0.00076835

21

남자화장실

3층

0.00007947

22

여자화장실

3층

0.00005455

23

매장(서점)

3층

0.00000021

▲
▼

MIN

그러나 다층으로 구성된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 공공건축물에서 중앙성을 갖는
공간을 파악할 수 있다면, 매장 등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전체
공간에서 중앙성을 갖는 공간을 파악하고, 동일 평면에 대해 층이 분리된 경우와
수직 연결공간에 의해 연결된 다층 건축물의 공간 이동성이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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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결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대전역 1층과 3층 평면을 계단과 에스컬레이
터, 엘리베이터의 수직 공간과 연결하여 각 평면 공간에 대해 E-V-ERAM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대상은 1층의 11개 단위 공간과 3층의 23개 단
위 공간으로 구성된 총 34개 단위 공간에 대해 E-V-ERAM 지표를 산정하였으며,
분석지표에 의해 각 공간의 이동성을 평가하였다. 분석은 1층과 3층의 전체 공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왜냐하면, E-V-ERAM 모델은 3차원 공
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평면 내의 공간의 상대적 위상
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16]은 대전역 1-3층 전체 공간에 대해 E-V-ERAM 분석결과를 시각
화하였고, [표6-18]은 전체 공간 내의 단위 공간별 E-V-ERAM 지표를 산출한 결
과이다.

그림 6-16 E-V-ERAM을 이용한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결과(대전역 1-3층)

E-V-ERAM 지표의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3층 자동발매기 및 티켓창구와 자유
보행공간이 가장 크고, 화장실이 가장 낮다. 이것은 전체 공간에서 이용 빈도가 높
은 자동발매기 등의 영업공간과 자유 보행공간의 이동성이 가장 크고, 화장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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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동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층건물에서는 1층에 비해 3층의 이동성이 떨어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1층과 3층의 전체 공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3층 내 단위 공간들의 이동성이 1층 공간에 비해 이동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 보행공간과 엘리베이터 공간에서는 3층에 비해 1층의 이동성이 현저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층 엘리베이터 공간과 1층 자유 보행공간의 이동
성이 약간 더 높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3층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연결
부 공간이 층이 독립적으로 분리된 평면계획에 비해 이동성이 더 향상되었음을 결
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층에 비해 3층의 이동성이 높은 것은 3층 공간에서 1층으로 계단이나 에
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내려가는 이동성이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이동성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1층 평면구성에 비해 3층 평면구성이 보다 더 개방형 평면구성을 보여주
고 있으며, 단일 층으로 구성된 평면구성에서 공간 이동성이 떨어졌던 곳이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로 인해 이동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
국, 3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의 이동성은 어떤 층의 공간이 보다 더 개방형의 평면
구성을 가지며,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의 이동성이 좋은가에 따라 층별 이동성은 달
라지게 된다. 이것은 1층이 3층에 비해 이동성이 더 좋다거나, 3층이 1층에 비해
항상 이동성이 좋다고 볼수 없는 이유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공간에서는 1층의 이동성이 3층의 이동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대전역의 평면구성은 3층 엘리베이
터 공간이 1층에 비해 이동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전역 층간 연
결 관계가 일반건물처럼 수직으로 중첩되지 않고, 계단형으로 중첩된 연결 관계를
갖는데서 발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층의 계단,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의 간격에 비해 1층의 계단,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사이의 거리가 이격거
리가 훨씬 크며, 이로 인해 출입구에서 가까운 계단, 에스컬레이터에 비해 엘리베
이터의 공간이 이동성이 더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수직으로 중첩된 평면에 출입
구 옆 카페 위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 옆 카페만큼 이동성이 향상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유의미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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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E-V-ERAM을 이용한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결과(대전역 1-3층)
순위

공간명

위치

E-V-ERAM

공간이동성 크기

1

자동발매기1

3층

2.41010246

MAX

2

티켓창구

3층

2.30887763

3

자유보행공간

3층

1.98000000

4

자동발매기2

3층

1.93303999

5

매장(카페베네)

3층

0.96660834

6

매장(경주빵)

3층

0.77343405

7

매장(성심당빵)

3층

0.48019888

8

매장(화장품)

3층

0.35099154

9

매장(식음료)

3층

0.33034817

10

매장(핫도그)

3층

0.30418867

11

매장(묵밥)

3층

0.28678410

12

매장(중소기업)

3층

0.28058000

13

매장(편의점)

3층

0.24419143

14

매장(우동)

3층

0.21422499

15

여행센터

3층

0.11971711

16

서점

3층

0.09637554

17

엘리베이터

3층

0.03558945

18

자유보행공간

1층

0.02390235

19

매장(도넛)

3층

0.02203547

20

매장(호두)

3층

0.02030712

21

매장(화장실 옆 카페)

3층

0.01934642

22

매장(출입구 옆 카페)

1층

0.01377838

23

식당(용우동)

1층

0.01092367

24

매장(편의점)

1층

0.00731432

25

식당(레스토랑)

1층

0.00441551

26

식당(국밥)

1층

0.00211768

27

수유실

3층

0.00170008

28

남자화장실

3층

0.00169168

29

식당(패스트푸드)

1층

0.00072298

30

식당(분식)

1층

0.00070538

31

남자화장실

1층

0.00036649

32

엘리베이터

1층

0.00035606

33

여자화장실

1층

0.00012506

34

여자화장실

3층

0.00011577

▲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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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원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비교
[그림6-17]은 2차원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를 비교하기 위해 2차원 공간 네트
워크 분석을 위한 A-V-ERAM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E-V-ERAM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표6-19]는 각 공간의
이동성을 정량화하여 이동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공간 우선순위를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방형 평면구성을 갖는 다층형 대형 쇼핑몰이나 공공건축물인 경
우, 전체 공간 네트워크에서 중앙성이 높은 공간을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더 효율
적인 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서로 다른 규모의 개방형 평면을 갖거나, 비슷한 규모
의 서로 다른 평면구성을 갖는 다층 형 쇼핑몰이나 공공건축물의 경우, 어떤 공간
을 중심으로 공간의 위상을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 배치되는 공간의 용도와 함께 공
간의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 공간에서의 각 공간의 위상
을 파악하는 것도 다층건물의 공간배치 계획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2차원 공
간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해당 평면공간 네트워크 내에서는 각 공간의 상대적 이동
성을 기준으로 공간 간 위상을 구분할 수 있으나, 다층형 건축물의 전체 공간에서
공간 간 위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6-17]과 같이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두 개의 평면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 자유 보행공간이 이동성이 가장 크
지만, 평면공간1과 평면공간2 중에 어떤 평면의 자유 보행공간이 이동성이 더 큰
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림 6-17 2차원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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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평면공간1의 자유 보행공간과 평면공간2의 자유 보행 공간 모두 이동성이
모두 크지만, 이동성의 크기가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6-19 2차원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 이동성 비교(대전역 1-3층)
구분
순위
1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
공간명
위치 A-V-ERAM 순위
자유보행공간
3층 1.31686659 1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
공간명
위치 E-V-ERAM
자동발매기1
3층 2.41010246

2

티켓창구

3층 1.25870936

2

티켓창구

3층

2.30887763

3

자동발매기1

3층 0.86442875

3

자유보행공간

3층

1.98000000

4

자동말배기2

3층 0.85248657

4

자동발매기2

3층

1.93303999

5

매장(화장품)

3층 0.50296246

5

매장(카페베네) 3층

0.96660834

6

매장(경주빵)

3층 0.38798968

6

7

매장(카페베네)

3층 0.37601636

7

8

매장(성심당빵)

3층 0.31566379

8

매장(화장품)

3층

0.35099154

9

매장(중소기업)

3층 0.22533595

9

매장(식음료)

3층

0.33034817

매장(경주빵)

3층

0.77343405

매장(성심당빵) 3층

0.48019888

10

식당(묵밥)

3층 0.22314568 10

매장(핫도그)

3층

0.30418867

11

매장(식음료)

3층 0.19769516 11

매장(묵밥)

3층

0.28678410

12

매장(편의점)

3층 0.16299779 12 매장(중소기업) 3층

0.28058000

13

매장(우동)

3층 0.13606224 13

매장(편의점)

3층

0.24419143

14

여행센터

3층 0.12547636 14

매장(우동)

3층

0.21422499

15

매장(핫도그)

3층 0.11433724 15

여행센터

3층

0.11971711

서점

3층

0.09637554

16

매장(화장실옆 카페) 3층 0.03336790 16

17

엘리베이터

3층 0.03233297 17

엘리베이터

3층

0.03558945

18

매장(도넛)

3층 0.02853261 18

자유보행공간

1층

0.02390235

19

매장(호두)

3층 0.02766817 19

매장(도넛)

3층

0.02203547

20

수유실

3층 0.00076835 20

매장(호두)

3층

0.02030712

21

남자화장실

3층 0.00007947 21 매장(화장실 옆 카페) 3층

0.01934642

22

여자화장실

3층 0.00005455 22 매장(출입구 옆 카페) 1층

0.01377838

23

매장(서점)

3층 0.00000021 23

식당(용우동)

1층

0.01092367

자유보행공간

1층 1.88425915 24

매장(편의점)

1층

0.00731432

카페(출입구 옆) 1층 0.96395607 25 식당(레스토랑) 1층

0.00441551

1
2
3

식당(용우동)

1층 0.73675754 26

식당(국밥)

1층

0.00211768

4

매장(편의점)

1층 0.51082431 27

수유실

3층

0.00170008

5

식당(레스토랑)

1층 0.32991528 28

남자화장실

3층

0.00169168

6

식당(국밥)

1층 0.12085780 29 식당(패스트푸드) 1층

0.00072298

7

식당(분식)

1층 0.07065060 30

식당(분식)

1층

0.00070538

식당(패스트푸드) 1층 0.06294072 31

8

남자화장실

1층

0.00036649

9

엘리베이터

1층 0.02083315 32

엘리베이터

1층

0.00035606

10

남자화장실

1층 0.01723507 33

여자화장실

1층

0.00012506

11

여자화장실

1층 0.01337166 34

여자화장실

3층

0.0001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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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할 경우 전체 공간 네트
워크에서 각 공간이 차지하는 위상을 공간 이동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표6-1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1
층(1.884)과 3층(1.316)이 해당 평면 층에서 가장 이동성이 높지만, 이것은 해당
층의 공간 네트워크에서의 이동성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 결과로 이동성의 절대
적 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1층과 3층 자유 보행공간의 상대적 크기를 비
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반면,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전체 공간 네
트워크에서 차지하는 1층과 3층의 자유 보행공간의 위상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즉, 각 층별로 자유 보행공간의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1층에 비해 3층의 이
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엘리베이터 공간의 경우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는 어려운 층별 이동성 비교를 통해 배치의 적절성 평가가 가능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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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소결
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E-V-ERAM)
모델을 이용하여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에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E-V-ERAM 모델은 기존 통합도(integration)와 가중치가 없는 Visibility
ERAM(V-ERAM) 모델보다는 보행 예측력이 높았으나 각도 가중 Visibility
ERAM(A-V-ERAM) 모델보다 보행 예측력이 낮았다. 이것은 A-V-ERAM 모델이
공간 사이인접각이 일정 각도 이상일 때부터 각도 가중치에 차이를 비선형적으로
현저히 둔 반면에, E-V-ERAM 모델은 방향전환 각도에 따른 가중치를 선형적으
로 가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안한 E-V-ERAM 모델은
A-V-ERAM 모델보다 보행 예측력은 낮으나 기존 통합도와 가중치가 없는
V-ERAM 모델보다 예측력이 높았으며, A-V-ERAM 모델과 공간이용 패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임에 따라 2차원 공간분석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방향전환 각도에 따른 가중치 설정의 후속연구를 통해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도 충분히 보행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할 경우,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즉, 동일한 두 개의 평면
구성에 대해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평면계획안과 수직ㆍ수평 연
결 관계가 있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 계획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2차원 공간 네트
워크 분석에서 두 개 네트워크 평면 내 공간 간의 위상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어려
우나,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를 갖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두 개 네트워
크 평면 내 공간 간의 위상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분석결과,
대전역 자유 보행공간의 경우, 3층 자유 보행공간의 이동성이 1층 자유 보행공간
에 비해 높으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1층에 비해 3층의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층 자유 보행공간이 이동성이 높은 것은 1층에 비해 대규모 개
방형 평면구성을 가지며,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수직 연결공간에 의해
공간이용 효율성이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대전역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수직적으로 적층 된 구조가 아니라 층이 계단 형으로 중첩되어 3
층 엘리베이터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가까우나, 1층 엘리베이터 공간이 출입
구 홀에서 가까운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보다 상대적으로 먼 곳에 위치해 1층 엘리
베이터 공간이 3층 엘리베이터 공간에 비해 이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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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차원 공간분석 연구를 심화시켜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2차원 공간 네트워크의 보행 예측
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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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7.1 연구의 요약
7.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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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보다 심화된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 모델 제시하고 검증
한 연구로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3장은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을 위한 가중치 산정모형을
정립하는 단계로서,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의 연결속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척도로 보행에너지 인자를 도출하였다.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을
위한 보행에너지 가중치 산정모형에는 이동 중에 소모하는 보행에너지 뿐만 아니
라 정지 시 소모하는 보행에너지도 반영되었다. 에스컬레이터(E/S)와 엘리베이터
(E/V)와 같은 공간에서는 층간 이동이 보행 이동이 아닌 정지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4장은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로서 가상의 3
차원 공간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공간 그래프를 재현한 후 보행에너지 가중치 산정
모형을 이용하여 공간연결구조에 따라 소모되는 보행에너지 측정 방법론을 정립하
였다. 이를 토대로 공간 내에서 임의보행 시 소모되는 보행에너지양에 따라 보행량
을 예측하여 공간 간 위상 비교분석이 가능한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E-V-ERAM) 모델을 제시하였다.

5장은 분석 모델을 검증하는 단계로서,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실
제 통행량과 기존 공간분석 모델 간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석 모델
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실제 건물에 대한 통행량 조사를 토대로
각 분석 모델의 보행 예측력을 비교 검증하였다.

6장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E-V-ERAM 모델의 적용 단계로서, 기존 시설공간
뿐만 아니라 가상의 2차원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 계획안에 E-V-ERAM 모델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2차원 가상의 공간 네트워크를 재현한 후 분석 모
델별 실제 통행량과의 비교를 통해 2차원 공간 네트워크 계획안의 보행 예측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기존 시설공간뿐만 아니라 가상의 2차원과 3차원 공간 네트워
크 계획안을 설정한 후 시뮬레이션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E-V-ERAM 모

175

수직ᆞ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을 위한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 모델 구축 및 적용

델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별 통행량에 대한 칼라(RGB) 스펙트럼의 분포가 실제 통행량과 유사
하게 나타났다. 자유 보행공간에서, E-V-ERAM은 통합도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
만, 1층 출입구 전체에서 수직 연결 네트워크 공간으로의 이동과 주변 편의시설을
골고루 이용하는 실제 보행특성을 잘 반영해주었다.
또한, E-V-ERAM은 A-V-ERAM과 마찬가지로 중앙성이 높은 공간에서 멀어
질수록 밝은색 계열에서 어두운 계열로 바뀌는 색상 분포 편차가 작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동성이 높은 공간에서 멀어질수록 공간 이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보행량
이 적어지는 실제 보행환경 측면을 잘 반영한다. 엘리베이터 진입공간에서는 통합
도, V-ERAM, A-V-ERAM 보다 가장 밝은 색상 패턴을 보이며, 가장 좋은 공간
이동성을 보여준다. 수직 연결공간에서, E-V-ERAM은 1층과 3층 수직 연결 공간
진출입부의 색상이 노란색 계열 패턴에 유사한 색상으로 색상 편차가 가장 적어 1
층 수직 연결공간에서 진입한 이용객이 3층으로 그대로 진입하는 실제 공간이용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E-V-ERAM 모델이 다
층 공간의 이동성을 시각화한 분석에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분석대상을 재현한 공간의 가시성 그래프로부터 산출된 통합도(3),
V-ERAM(3), A-V-ERAM(3)은 실제 통행량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상관성이 전
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각각 R=0.422, R=0.486, R=0.561). 실제 통행량에 대한
보행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단 경로를 전제로 하는
공간구문론보다 임의보행의 개념을 갖는 ERAM 모델의 보행 예측력이 높게 나타
났다(각각 R2=0.179, R2=0.236, R2=0.315). 특히, 기존 공간분석 모델 가운데에서
는 A-V-ERAM(3)의 보행 예측력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공간구문론
의 통합도 지표와 ERAM 모델 지표를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임의보행 개념을 갖는
ERAM 모델의 보행 예측력이 뛰어남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결과
로 볼 수 있다.

셋째, 가시성 그래프에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인 E-V-ERAM(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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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량과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에서 기존 공간분석 모델 지표들에 비해 가장 높
은 결과를 보여주었다(상관계수(R)=0.600, 보행 예측력(R2)=0.359). 즉, 공간의 물
리적 연결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행 활동요소를 분석 모델에
반영한 결과, 분석 모델의 보행 예측력이 보다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A-V-ERAM(3) 뿐만 아니라 E-V-ERAM(3)은 초대형 다중
이용 건축물의 보행량을 보다 더 잘 예측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분석 모델을 3차원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를 갖는 대
형 건축물의 건축계획 사전단계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공간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건축계획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가상의 2차원 공간 네트워크를 설정한 후 분석 모델별 보행량 예측력을 검
증하여 가상의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모델의 활
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E-V-ERAM 모델은 기존 통합도와 가중치가
없는 Visibility ERAM(V-ERAM) 모델보다는 보행 예측력이 높았으나 각도 가중
Visibility

ERAM(A-V-ERAM)

모델보다

보행

예측력이

낮았다.

이것은

A-V-ERAM 모델이 공간 사이인접각이 일정 각도 이상일 때부터 각도 가중치에
차이를 비선형적으로 현저히 둔 반면에, E-V-ERAM 모델은 방향전환 각도에 따
른 가중치를 선형적으로 가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안한
E-V-ERAM 모델은 A-V-ERAM 모델보다 보행 예측력은 낮으나 기존 통합도와
가중치가 없는 V-ERAM 모델보다 예측력이 높았으며, A-V-ERAM 모델과 공간
이용 패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임에 따라 2차원 공간분석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방향전환 각도에 따른 가중치 설정의 후속연구를 통
해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서도 충분히 보행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가상의 공간 계획안을 어떻게
사전에 평가 및 분석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
과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할 경우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동일한 두 개의 평면구성에 대해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평면
계획안과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가 있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 계획안을 비교 분석
한 결과,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에서 두 개 평면의 공간 네트워크 내 공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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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어려우나,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 공간
분석에서는 두 개 평면의 공간 네트워크 내 공간 간의 위상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두 개 평면의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서 대전역 1층과 대전역 3층 자유 보행공간의 이동성
이 가장 높지만, 전체 공간 네트워크에서 대전역 1층과 대전역 3층 자유 보행공간
의 공간 간 위상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E-V-ERAM 모델을
이용할 경우, 전체 공간 네트워크의 공간 간 위상 구분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로 대전역 자유 보행공간의 경우, 3층 자유 보행공간의 이동
성이 1층 자유 보행공간에 비해 높으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1층에 비해 3층의 이
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층 자유 보행공간이 이동성이 높은 것
은 1층에 비해 대규모 개방형 평면구성을 가지며,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의 수직 연결공간에 의해 공간이용 효율성이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대전역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수직적으로 적층 된 구조
가 아니라 층이 계단형으로 중첩되어 3층 엘리베이터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가까우나, 1층 엘리베이터 공간이 출입구 홀에서 가까운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보다
상대적으로 먼 곳에 위치해 1층 엘리베이터 공간이 3층 엘리베이터 공간에 비해
이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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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과 같은 공간분석기법은 도시 가로와 건축 공간에서
가로와 건축의 공간배치라는 단일 변수 하나만으로 보행량 예측이 가능하게 함으
로써 공간분석이론이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즉, 이들 공간분석기법은 그래프이론을 근간으로 도시 가로와 건축 공간의 물리적
배치 관계를 노드와 에지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조로 재현하여 개별공간이 지니는
중앙성(접근성의 정도)을 통합도와 ERAM 지표로 정량화하여 보행량 예측을 가능
하게 하였다. 그러나 도시와 건축 공간 환경은 인간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공간이용 행태를 반영하여 보행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 가로나 건축 공간에서 방향전환 등의 행태를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공간의 연결 각(각도 가중치)이라는 공간의 물리적 연결속성이 주목을
받았고, 공간구문론에 각도 가중치를 적용한 ‘각도 가중치 이론(Angular analysis)’
이 제시되었다. 각도 가중치 이론은 인간의 행태를 반영한 ‘공간의 연결 각(각도 가
중치)’이라는 물리적 연결속성을 반영하여 공간구문론에 비해 보행 예측력을 높이
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표의 표준화, 국부적 지표의 산출 문제, 최단 경로 이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각도 가중 Visibility ERAM(A-V-ERAM)’ 모델은 ERAM 모델에 각
도 가중치를 적용하여 각도 가중치 이론이 갖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보행 예측
력을 높였다. ERAM 모델은 최단 경로(the shortest path) 이동을 전제로 하는 공
간구문론과는 달리, 임의보행환경에서 각 공간에 도달할 보행비율을 ‘ERAM(인접
행렬의 고유벡터 성분비)’ 지표로 정량화하였고, 공간 간 연결속성을 가중치로 부
여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각도 가중치가 갖는 지표의 표준화
와 국부적 지표 산출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었다. 각도 가중 Visibility
ERAM(A-V-ERAM) 모델은 ERAM 모델을 통해 각도 가중치가 갖는 문제를 해결
함과 동시에 공간을 가시성 그래프로 재현한 후 ERAM 모델에 각도 가중치를 부여
하여 보행 예측력을 높인 것이다. 각도 가중치 이론(Angular analysis)과 각도 가
중 Visibility ERAM(A-V-ERAM) 모델에 적용된 ‘공간의 연결 각(각도 가중치)’
등의 물리적 연결속성은 기존 공간분석기법에 비해 보행 예측력을 높이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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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었다. 그러나 ‘공간의 연결 각(각도 가중치)’ 등의 물리적 연결속성은 동일 평
면상의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내 보행량을 예측하여 공간 간 위상 비교분석이 가능
하나, 다층 연결 구조를 갖는 건축물의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이 어려운 한계를
보였다. 즉, 공간의 연결 각(각도 가중치)이라는 분석척도는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
를 갖는 공간 네트워크를 동일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서로 다른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공간들 간의 중앙성(접근성의 정도)을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상존했다.
물론, 다층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공간분석 연구가 일부 있으나, 보다 정량적이
고 심화 된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 연구방법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와 건축 공간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행량은 공간의 물리적
배치구조와 인간 보행 활동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로 보고, 2차원 공간 네트워크
와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를 갖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석척도로 ‘보행에너지’ 인자를 도출하여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공간을 분석할 수 있는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E-V-ERAM) 모
델’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 모델별 지표와 실제 공간의 보행량의 상관관
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개방형 평면에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구조의 공간
구성을 갖는 철도역사(대전역)를 대상으로 가시성 그래프를 구축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하고 실제 통행량의 자료를 수집한 뒤 분석 모델별 지표와의 시각화 분석과 상
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각화 분석을 한 이유는 통합도, V-ERAM, A-V-ERAM, E-V-ERAM의 각 분
석 지표별 정량화된 수치만으로는 분석 공간 내에 이동성이 높은 공간과 낮은 공간
을 도면상으로 판별하기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 내 이동성을 시각화
하여 보행량을 예측하였다. 시각화 분석결과, E-V-ERAM은 A-V-ERAM과 함께
실제 공간이용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며 E-V-ERAM 모델이 다층 공간의 이동성
을 시각화한 분석에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 모델의 분석지표별 실제 통행량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과 단순 회귀분
석을 한 결과, E-V-ERAM 모델은 통행량과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에서 기존 공
간분석 모델 지표들에 비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상관계수(R)=0.600, 보
행 예측력(R2)=0.359). 즉, 공간의 물리적 연결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라, 인
간의 보행 활동요소를 분석 모델에 반영한 결과, 모델의 보행 예측력이 보다 더 높
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E-V-ERAM 모델이 초대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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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건축물의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분석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기존 공간분석기법과 차별화된 연구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상의 2차원 공간 네트워크와 3차원 공간 네트워크 계획
안을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즉, 동일한 두 개의 평면구성에 대해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2차원 공간 네트워크 평면계획안과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가
있는 3차원 공간 네트워크 계획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
에서 두 개 평면의 공간 네트워크 내 공간 간의 위상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어려웠
으나,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 공간분석에서는 두 개 평면의 공간
네트워크 내 공간 간의 위상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수직
ㆍ수평 연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두 개 평면의 2차원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서 대
전역 1층과 3층 자유 보행공간의 중앙성(접근성의 정도)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두 개의 평면구성에 대해 1층 평면과 3층 평면의 자유 보행공간 중에서
어떤 공간이 중앙성이 높은지에 대해 공간 간 위상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E-V-ERAM 모델은 전체 공간 네트워크 측면에서
공간 간 위상구분을 가능하게 해준다. E-V-ERAM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전역 자유 보행공간의 경우, 3층 자유 보행공간의 이동성이 1층 자유 보행공간
에 비해 높으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1층에 비해 3층의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층 자유 보행공간이 이동성이 높은 것은 1층에 비해 대규모 개
방형 평면구성을 가지며,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수직 연결공간에 의해
공간이용 효율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적용한 Visibility ERAM(E-V-ERAM)
모델은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 공간구조 내 발생하는 ‘보행량’이
물리적 공간구조와 인간 보행 활동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간이용 패턴의 산물이라
는 전제를 고려하였으며, 그에 따라, ‘보행에너지’라는 인간행태요소를 반영하여 수
직ㆍ수평 연결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 공간구조를 보다 현실에 가깝도록 재현하여
기존 공간분석기법에 비해 보행 예측력을 높였다.
또한, 기존 공간분석기법은 동일 평면상의 2차원 공간 네트워크 내의 공간들에
대해서 위상 구분이 가능하였으나, 서로 다른 평면 공간 간의 위상 비교가 어려웠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E-V-ERAM) 모델에서
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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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행에너지 가중 Visibility ERAM(E-V-ERAM) 모델’을 실
제 도시설계나 건축설계에 적용할 경우, 기존시설공간뿐만 아니라 설계 및 계획안
을 토대로 공간이용 패턴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 시설 공간
배치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고저차가 있는 도시 가로 계획안에 대한 검증이나 토
지이용예측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층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 네트워
크 연결 구조를 갖는 대형 건축물의 공간이용 패턴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간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다. 즉, 다층의 대규모 건축 공간에서 비상시 피난 에스
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의 수직 연결공간의 배치 계획안의 평가를 수행하는 데
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다층의 지하 또는 지상 건축물에서 상업 시설 또는 메인
홀(광장)의 적정 배치안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이러한 모
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2차원 공간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중앙
성(접근성의 정도)이 가장 높은 공간들 간의 위상 구분이 어려웠으나, 본 연구를
통해 수직ㆍ수평 연결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 전체공간구조에서 각 공간의 위상 구
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근간하고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방향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대상이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구조의 공간구성을 갖는 보다 광범위한 사례 대
상을 선정하여 검증해야 하나, 철도역사라는 제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집계된 통행량 표본 수에서도 동일 분석대상에
서 1층에서 3층까지 모든 층의 통행량이 골고루 집계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철
도역사는 그 특성상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이 1층에서 3층으로 직결된 구
조에 2층은 일반적으로 중층으로 보행량이 거의 없는 특성으로 인해 2층 보행량
표본 수가 제외된 점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 다층건축물과 고저차를 이루는 도시 가로의 풍부한 사례분석을 통해 모델의
실효성을 폭넓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행에너지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한 보행에너지 함수식을 보다 정교화하
여 수직ㆍ수평 연결 네트워크 공간구조의 보행 예측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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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 분석모델별 실제통행량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A-1 분석모델별 실제통행량(대전역)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LOG
(통행량)
1

Int(3)

Pearson 상관
0.422
LOG(통행량) 유의확률 (양측)
0.050
N
22
22
Pearson 상관
0.422
1
Int(3)
유의확률 (양측)
0.050
N
22
22
Pearson 상관
.486*
.921**
V-ERAM(3) 유의확률 (양측)
0.022
0.000
N
22
22
Pearson 상관
.561** .910**
A-ERAM(3) 유의확률 (양측)
0.007
0.000
N
22
22
Pearson 상관
.600** .884**
E-ERAM(3) 유의확률 (양측)
0.003
0.000
N
22
22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V-ERAM
(3)
.486*
0.022
22
.921**
0.000
22
1
22
.986**
0.000
22
.970**
0.000
22

A-VERAM(3)
.561**
0.007
22
.910**
0.000
22
.986**
0.000
22
1
22
.983**
0.000
22

E-VERAM(3)
.600**
0.003
22
.884**
0.000
22
.970**
0.000
22
.983**
0.000
22
1
22

그림 A-1 상관관계 분석결과(산점도)[1]
그림 A-2 상관관계 분석결과(산점도)[2]
(위 : 통합도(3), 아래 : V-ERAM(3))
(위 : A-V-ERAM(3), 아래 : E-V-ERA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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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alysis techniques such as Space Syntax and ERAM model
quantitatively analyze spatial structures based on the attributes of 'spatial
configuration' within built environment, providing a theoretical basis for
'space analysis theory' to establish itself as an academic subject.

However, the theory of space analysis techniques does not reflect the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adjacent angle of the street, that is, the
weight in the spatial network and accordingly the detailed analysis is still
limited. For this reason, the weighting theory in the space analysis
technique has been introduced for more detailed analysis by reflecting the
weighting in the connectivity of spatial network. In particular, ‘Angle’ and
‘distance’ are typical factors considered to be weights for space analysis.

These factors considered in existing space analysis techniques, however,
are physical components of spatial structure in the built environ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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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perform more detailed space analysi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other factors affecting other spatial mobility. In addition, since the spatial
depth(Depth) and the adjacent angle of the space(Angular) are grounded on
the two-dimensional(2D) plane spatial network, the existing spatial analysis
theory has a limitation of prediction in the pedestrian volume occurring in
the three-dimensional(3D) spatial network having the vertical and the
horizontal network.

After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it was demanding to evaluate the
mobility of individual spaces in the whole network of three-dimensional(3D)
spatial network. In addition, 3D-related spatial network studies show that
the weights in network structure are randomly given, or the mobility
evaluation units of the vertical and horizontal network are respectively
different. Futhermore, existing studies has limitations of building an
objectified model that can quantitatively analyze the mobility of individual
spaces in a three-dimensional(3D) spatial network.

This paper established a model that can evaluate the intrinsic connection
properties of a space with a vertical and horizontal network structure and
presented a deepened model for predicting the pedestrian volume in the
spatial structure. For this, this study suggested walking energy weighted
visibility ERAM model that could compare and analyze the spatial mobility
according to the amount of walking energy consumed in random walking in
the spatial structure, and that finally estimate the pedestrian volume in 3D
spatial network structure after measuring the walking energy consumed in
the spatial structure with vertical and horizontal network.

In order to verify the analytical model suggested in this paper, the
analytical software was firstly developed and the actual traffic volume
surveyed in railway station of Daejeon was compared with predictability of
existing analytical models, and lastly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analy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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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proposed in this study was examin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traffic survey on the actual buildings, the results of the visualization
analysis on the traffic volume by each space showed the best use of actual
space usage patterns.

This finding shows that the walking energy weighted visibility ERAM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is applicable to multi-level spa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walking
energy weighted visibility model among four analytical models was the
highest in respect of the estimation power for the actual traffic volume.
Finally, a virtual two-dimensional spatial network and a three-dimensional
spatial network were set up and compare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Consequently, it was demanding to compare the mobility difference
between two planar networks in the two-dimensional network analysis.
However, it was feasible to quantitatively compare the difference in
mobility between the two planes in space analysis with vertical and
horizontal network.

It is meaningful that space analysis with the vertical and horizontal
network structure became possible by intensifying the spatial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existing spatial structure on the same layer. This
paper can be applied to the optimization of spatial configuration by
predicting the pedestrian volume in vertical and horizontal network
structure.

Keywords : space analysis, Space Syntax, ERAM model, 3D space network, walking
energy, weighting, movement
Student Number: 2008-3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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