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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업가로에서 흡연이 일어나는 공간의 특성 연구 

-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을 활용하여 홍대거리와 명동 분석 -

지도교수 조 항 만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최 하 늘

201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19~49세 남녀 총 5280명을 대상

으로 간접흡연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접흡연에 노

출된 경험이 많은 장소는 길거리가 86%로 가장 간접흡연의 피해

가 높았다. 길거리 중에서 사람들의 보행량이 많은 상업가로는 흡

연자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흡연굴이 되어 기피 장소가 되

어 가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 환승유입순

위를 살펴보면 명동거리와 접한 명동역과 을지로입구역을 합한 값

이 가장 높았으며 홍대입구와 강남역이 그 뒤를 따랐다. 본 연구

는 홍대거리와 명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흡연공간에 관한 특성들

을 파악하고자 한다. 홍대거리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담배꽁초 수

를 세어 현장조사를 통해 찾아낸 41개의 흡연지점들은 주로 유동

인구가 높은 길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동

인구가 높은 길들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벗어나 사람들이 적은 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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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길과 접하는 한적

한 길에서 흡연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을 하였다. 흡연욕구가

생긴 보행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걷다가 사람이 급격히

적어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동인

구가 많은 길에 흡연자가 많을 것이고 흡연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길을 피해 사람이 적어지는 길을 찾아 흡연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

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Space Syntax와 ERAM을 활용 분석하

여 얻은 값들을 통해 가설에 알맞은 계산식을 만들어 이를 분석모

형으로 설정하였다. 41개의 흡연지점들이 이 분석모형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검증된 식을 가지고 두 번째 대상지인 명동에 적용해

보았다. 현장조사를 통해 명동 내부의 모든 길들의 흡연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흡연이 일어나는 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요소

로 담배꽁초 수, 흡연자의 수, 금연 표지판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3가지 요소와 가설이 반영된 값을 비교하여 경향성을 파악해 보았

다. 또한, 거주민이나 일터에 종사하는 흡연자들이 아닌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는 자연발생적 흡연공간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흡연자들은 ‘특정한’ 길에서 흡연을 한다. 흡연자들이 유동인구

가 많은 길을 걷다가 흡연욕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택한 길은 유

동인구가 많은 길 주변에 분포해 있으면서 접근성이 좋은 한적한

길이었다. 흡연은 아무데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흡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길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이 많은 길을 피해 상대적으로 간접

흡연의 피해가 적은 길이면서 접근성이 용이한 길을 선택해 흡연

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며 흡연공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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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가로 중에서 홍대거리와 명동거리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금연 건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외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이 늘어나면서 1층 상인들의 고통은 급증하고 있다. 길거리 흡연

자를 단속할 규정이 없는 탓에 상인들이 CCTV까지 설치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흡연자들은 흡연실을 찾는 것이

일이 되었으며 충분하지 못한 쓰레기통 때문에 담배꽁초를 거리에

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제도적으로 흡연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간접흡연과 환경문제로 비흡연자들은 피

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마찰이 잦아진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

흡연이 일어나는 공간을 Space Syntax와 ERAM 모델을 활용하

여 유동인구와 접근성을 나타내는 값을 통해 객관적으로 흡연공간

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결과는 상업가로에서 나

타나는 흡연문제를 해결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추후에 보다

현실과 더 가깝도록 분석의 방법과 식을 발전시킨다면 더욱 세밀

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상업가로, 간접흡연, 보행흡연, 흡연공간

학 번 : 2018-2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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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서울특별시의 흡연율은 22.8%로 5명중 1명은 흡연자이다1). 상업가로

인 홍대 경의선숲길, 명동 등은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하였다. 하지만, 이

면도로 및 법의 사각지대 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무분별한 흡연이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하루 평균 흡연량은 13.6개비2)로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

배꽁초는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가로에서의 흡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19~49세 남녀 총

5280명(현재 흡연자 3221명, 과거 흡연자 1171명, 비흡연자 888명)을 대

상으로 간접흡연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접흡연 노출 경험

이 많은 장소는 길거리(86%), 아파트 베란다·계단·복도, 가정과 직장의

실내 순이었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가장 많은 길거리 흡연에 대한 문제

를 해결 하는 것이 시급하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가장 많은 길거리에서

가장 보행량이 높은 곳을 찾았다. 평일과 주말 평균 보행량 상위 10개

지점(서울역사박물관 공간의 형성과 변화_명동, 2010)에서 중구 명동로

는 상위 10개 중 7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의 수

가 높았다. 본 연구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상업거리에서 발생하는 간

접흡연의 문제들과 환경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흡

연이 일어나는 공간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내고자 한

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가로인 홍대거리와 명동을 바탕으로 하여 흡연

1) 통계청,「사회조사」, 2018

2) 보건복지부,「국민건강영양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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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는 공간을 분석하였다. 흡연이 일어나는 공간의 특징을 분석함

으로써 무분별하게 흡연활동이 이뤄지는 길들을 보호하며 관리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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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선행연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조

사하여 흡연이 일어나는 지점들을 찾아내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길에서

흡연을 하는 지점만을 파악하였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이 아닌 현

장조사 또는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흡연이 일어나는 공간의 접한 길 뿐 아니라 주변 길들 사

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거주민이나 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

닌 자연발생적으로 흡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접근법을 통해 분석과 해석을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

로 공간구문론(Space Syntax)과 인간 이동 행태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에 활용되는 ERAM 모델을 활용한다. 선행연구의 흡연공간으로 지정된

지점들을 살펴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길들 주변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흡연 욕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수와 사람들의 흐름이

적어지는 지점에서 흡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길을 걷다가 사

람이 급격히 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흡연을 많이 한다고 가설을

세웠다. 선행연구에서 담배꽁초의 개수를 세어 현장조사 하여 지정된 흡

연공간들을 본 연구에서는 공간구문론과 ERAM을 활용하여 흡연지점들

과 연구의 가설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흡연공간과 유동

인구와의 연관성이 증명된다면 추후에 흡연 공간 지정할 시 현장조사가

아닌 공간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분석하여 흡연이 생길 수 있는

공간들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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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흡연공간의 정의

(1) 지정 흡연구역

서울시 건강 증진과에서 발표한 실외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

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 내에 예외적으로 흡연이 허용되는 장소를 말한

다. 설치 위치는 유동인구가 많고, 간접흡연 피해가 많은 공공장소에 한

한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흡연구역

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단, 제반 법령에 따라 흡연실 설치

가 금지된 장소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

년 활동시설, 학교, 도서관, 의료기관 등이 있다. 또한 통풍시설, 버스정

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공중화장실, 공연시설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한다. 실외 흡연실 간 이격 거리는 최

소 500m 이상이어야 하며, 인구밀도, 흡연 인구, 흡연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시설물 1개소의 규모와 설치 가능 개수는 최소로 하며, 구체적

인 사항은 자치구가 서울시 건간 증진 사업지원단의 검토의견을 거쳐야

한다. 최소한의 설치를 권장하기 때문에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한 실정이다.

<그림 1> 개방형 흡연공간 <그림 2> 흡연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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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발생적 흡연구역

자연발생적 흡연공간은 건물사이, 공개공지, 유동인구가 적은 골목 등에

자연발생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본 연구의 중점이 되는 공간이며 연구의

대상은 거주민이나 일터에 종사하는 흡연자들이 아닌 보행인구들이다.

보행자들이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는 공간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다. 상

업가로에 방문한 사람들이 주 대상이다. 흡연욕구가 생겼을 때 어딘가에

서 흡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주로 흡연활동이 일어난 공간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길이었다. 사람들이 지나지 않는 골목길이나

건물과 건물 사이의 빈 공간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학교 앞과 같은 공터 또는 주차장 근처에서 흡연활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들은 4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 골목길 <그림 4> 건물사이공간 <그림 5> 학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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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대부분 흡연자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벗어나 사람들이 적은 길에서 흡

연을 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길과 접하는 유동인구

가 적은 길에서 흡연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흡연공간을

찾아 낼 수 있는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선행연구에서 담배꽁초 수를 세

어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낸 41개의 지점들을 바탕으로 분석모형을 검증

했다.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값을 통해 객관적

인 식을 만들었다. 흡연지점과 접한 길뿐만 아니라 주변 길들과의 관계

를 나타내는 계산식을 만들었다. 41개의 지점 중 계산식과 얼마나 일치

하는지 살펴보았다.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분석모형을 본 연구의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모형을 가지고 상업가로인 명동에 적용해보

았다. 명동은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흡연지점들이 없기 때문에 직접 현장

조사를 하여 흡연구역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의 수를 세었다. 담배꽁초의

수, 흡연자의 수, 금연표지판의 수를 흡연구역을 파악하는 요소들로 파악

하였다. 이 개수들을 모두 파악하였고 명동거리에 있는 모든 길들을

Space Syntax와 ERAM 모델을 통해 길의 특성을 나타낸 값들을 모두

구하였다. 총 82개의 길들로 나누어 구하였고 길들의 값들과 꽁초 수와

ERAM 값, 금연표지판과 ERAM값과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래

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해당하지 않는 길들에 관해서는 어떤 변수가 있

었는지 분석하여 흡연이 일어나는 공간의 특징들을 파악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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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흐름도

<그림 6>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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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공간구문론(Space Syntax) 개념정리

1. 공간구문론(Space Syntax)

공간구문론(Space Syntax)는 1980년대 초반 영국의 런던대학교 바틀렛 건축

학부의 빌 힐리어(Bill Hillier)와 줄리안 핸슨(Jullienne Hanson)이 연구개발한 이

론이다(Hillier and Hanson, 1984). 최근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데, 특

히 건축, 설계, 교통, 지리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 20여년간의 많은

학술적 연구 사례에 의하면 보행 및 차량 통행량, 범죄율 등 공간이용패턴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landa, 1999; Hillier, 1997; Jiang,1999).

본 연구에 사용된 공간구문론(Space Syntax)에 의한 분석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통합도(Integration)

어떤 공간이 다른 공간들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특정 동선공간이 전체 동선 공간 체계에서 접근될 수 있는 평균적인 공

간의 접근도를 말한다. 즉, 전체 통합도 값이 높을수록 전체공간에서 차지하는

공간구조상 중요도가 높으며, 또한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공간임을

의미한다(신승철,2006).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체 통합도가 0.4~0.6이하이면 접근

성이 떨어지는 공간으로 1.0이상이면 통합성이 높은 공간으로 볼 수 있다.

(2) 국부 통합도(Local Integration)

해당공간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3개의 공간까지만 고려하여 국부적인 지역

내의 접근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지점의 접한 길뿐 아니라 주변길까

지의 관계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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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전체통합도

(Integration)

비고

n: 전체 공간의 개수

d(i,k): I노드에서 k노드까지의 깊이

(공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평균깊이가 커지는 것을 보정하기

위한 표준화의 과정)

공간구문론의 통합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깊이, 평균 깊이, RA,

RRA의 과정을 거친다. 총깊이란 한 공간이 다른 모든 공간에 대해 갖는

깊이들의 합계이다. 이때 두 공간 사이의 깊이라는 것은 최단경로를 따

라 나타나는 것이다. 즉, 두 공간 간에는 가장 짧은 최단경로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경로(path)’가 존재하나 공간구문론에서는 이 두 공간간의

깊이는 최댄 경로를 따라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통합도는 최단경로를 따라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합리적

인 방식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여기서 최단경로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위상 거리를 최소화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표 1> 공간구문론 개념

(출처: 공간구문론과 ERAM모델을 활용한 대학 캠퍼스 내 소로 특성 분석

박인환,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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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노드j로 도달하는 보행의 비율 = 노드j로 도달하는 보행수 / 전체보행수 =

제 2 절 ERAM 모델 개념정리

ERAM 모델은 ‘인접행렬의 고유벡터 성분비(Eigenvector Ratio

Adjacency Matrix)’의 줄임말에서 따온 것인데, 인접행렬의 고유벡터를 이용

하면 개별 공간으로 귀착되는 보행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즉, 인접행렬의

고유벡터는 단순히 말하자면 공간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보행의

비율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주는 방식인 것이다. 어떤 공간으로 귀착되는 보행

의 비율을 계량화한 것이 ERAM 모델의 핵심이다.

ERAM 모델은 공간의 연결 관계에 따른 이동분포를 확률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분석기법으로, 공간의 이동분포와 보행량을 예측하는데 이용된다(조

형규, 2005). 보행(무작위 임의 보행)의 개수가 많을수록 접근성이 높다. 통

행량의 예측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흡연공간과 보행량의 상관 관계를 파악

하는데 활용하였다.

<표 2> ERAM 모델 개념

(출처: 공간구문론과 ERAM모델을 활용한 대학 캠퍼스 내 소로 특성 분석

박인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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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공간 환경에서 사람들은 항상 최단경로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해당

지역의 공간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최단경로로 움직일 수

있으나, 그조차도 실은 최단경로라기 보다는 사람들의 혼잡도가 덜 하거나

이동하기에 쾌적한 경로일 수 있다. 방향전환을 최소로 하는 경로보다 시간

과 에너지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경로가 때로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접근성을 계량화하는데 있어 최단 경로만을 고려하는 것보다 가능한

모든 경로를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통합도는 최단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접근성을 계량화했지만, ERAM 모델은 모

든 경로를 고려하여 접근성을 계량화 하였다.

공간구문론 ERAM 모델

경로(path -> 최단경로 -> 최단경로상

의 총 깊이가 낮을수록 접근성이 높다

보행(walk) -> 가능한 모든 보행 ->

보행의 개수가 많을수록 접근성이 높다

<표 3>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의 이론적 틀

<그림 7>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의 다이어그램

(출처: 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각도가중 ERAM 모델의 구축 및 적용, 조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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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장점 단점 적합장소

상,하 개방형

(시선차단)

-자연순화 방식으

로 환기 설비가

들어가지 않아 유

지비가 절감됨

-보안에 취약함

-담배 연기의 완

전한 차단에 한계

가 있음

-공원

-이면도로

밀폐형

-냉,난방이 가능

하며 쾌적한 공간

구성 가능

-냉,난방으로 인

한 운영비용 및

유지, 관리비용

발생됨

-도심의 보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

소형

(4-5인)

-이동, 설치, 이설

이 간편하며 협소

한 공간에 설치

가능

-내부 공간의 협

소로 인해 쾌적성

이 떨어짐

-보도폭 3m 이하

보도

중,대형

(10-15인)

-여러 사람의 수

용

-공간이 넓어 쾌

적함

-제작, 설치비가

높음

-보도 3m 이상

보도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국민 권리 존중을 위한 흡연공간 가이드라인 연구(이병호, 2013)에서는 일

본의 흡연 공간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합하도록 흡연 공간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일본 사례를 통해 흡연부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흡연 부스의 타입들을 4가지로 나누어 장단점을 통해 적합 장소들을 살펴보

았다. 정성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며 흡연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

한 분석보다는 부스 자체만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었다.

<표 4> 흡연공간의 타입별 장단점 및 적용 적합 장소

(출처: 국민 권리 존중을 위한 흡연공간 가이드라인 연구, 2013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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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 보장과 환경개선을 위한 흡연구역 지정(문영기, 2016)에서는 홍대

거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흡연공간들의 환경을 조사해 흡연자들의

흡연 습관을 관찰하였다. 물리적 요소를 선정하여 흡연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담배꽁초 수가 늘어날 곳들을 찾아내었다. 총 41개의 흡연구역을 찾아

내었다. 하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흡연구역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

리며 주관적 관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공간

분석을 통한 정량적인 접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흡연구역들을 살펴보면

메인로드에서 벗어난 길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 흡연구역에 접한 길뿐만 아

니라 주변 길과의 관계도 흡연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

고 본 연구에서는 접한 길뿐 아니라 주변 길과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8> 조사 지점 위치도 및 조사된 영역

(출처: 문영기외, 혐연권 보장과 환경개선을 위한 흡연구역 지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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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모형 설정

제 1 절 홍대거리의 Integration(전체 통합도),

ERAM(전체 확률분포), Integration(3)(국부 통합도),

ERAM(3)(국부 확률분포)

1. 축선도

전체 통합도, 국부통합도, ERAM 수치 산출을 위해 S3 axial을 활용하여 축선

도를 작성하였다. 축선도를 작성할 때에 Edge Effect3)를 고려하여 연구 범위보

다 확장된 범위로 축선도를 작업하였다. 범위보다 더 연장된 범위의 길들을 작

업하여 원하는 빨간색 영역의 범위안에 있는 값들만을 수집하였다. 총 627개의

축선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 값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빨간색이 통합도나 확

률분포가 가장 높고 청색이 가장 낮다. 이를 통해 길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후에 구체적인 값은 표를 통해 비교하였다.

<그림 9> 본 연구의 축선도(홍대거리)

3) 범위 부분만 분석하면 끝부분의 데이터들이 값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생겨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아

보다 넓은 범위로 분석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만을 데이터로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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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통합도 (Integration)

<그림 10>의 전체 통합도를 보면 흡연 지점으로 표시된 빨간색 지점들과 연

결된 길들의 통합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흡연지점들 주변의 통합도는

낮았다. 홍대 일대의 전체적인 통합도는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흡연 활동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흡연 공간과 전체 통합도 사이에서 별다른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다. 흡연지점들 주변으로 빨간색의 높은 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

만 통합도의 정도가 중간정도의 초록색 길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림 10> 전체 통합도 분석 값 (홍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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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확률분포 (ERAM)

<그림 11>의 전체 확률분포를 보았을 때는 위의 전체 통합도와 마찬가지로

흡연 공간과 통합도 사이에서 별다른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인 분포확

률이나 통합도는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흡연 활동과 연관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것이 반영된 통합도나 확률분포보다는 국부 통합도와 국부 확

률 분포가 흡연활동을 반영하기에 알맞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1> 전체 확률분포 분석 값 (홍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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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부 통합도 (Integration_3)

<그림 12>의 국부 통합도를 보았을 때는 통합도가 높게 측정된 부분과 흡연

구역 사이의 경향성이 보인다. 흡연 위치들 주변에는 국부 통합도가 높은 길들

이 많이 있다. 통합도가 높은 길 주변으로 약간의 범위를 가지고 흡연 공간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주변에서 흡연 지점들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구역의 흡연지점들 주변으로는 빨간색으로 높은 통

합도를 가진 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A와 B구역은 주황색과 노란색의

비교적 높은 통합도의 길이 있었다.

<그림 12> 국부 통합도 분석 값 (홍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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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부 확률분포 (ERAM_3)

<그림 13>의 국부 분포확률을 보았을 때는 분포확률이 높게 측정된 부분과

흡연구역 사이에 약간의 경향성이 보였다. 50m내에 국부통합도보다 분포확률의

대비가 뚜렷해 경향성이 잘 보였다. 분포확률이 높은 길 주변으로 흡연 공간들

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길 주변에 흡연이 이루

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해서 Int, Int(3), ERAM, ERAM(3)의 값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중

흡연 공간의 분포와 관련이 높은 국부 통합도와 국부 확률 분포의 값을 바탕으

로 분석을 이어가고자 한다. 국부 통합도와 국부 확률 분포의 구체적인 값을 바

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인 유동인구의 변화가 큰 길이 흡연지점과 얼마나 일치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흡연지점에 접한 길 뿐 아니라 주변 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3> 국부 확률분포 분석 값 (홍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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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흡연공간에 접한 길과 주변 길과의 관계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흡연 구역을 지정할 때에 물리적 변수에 해당되는 것

들 중 가장 유의한 값들을 정리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진행했어따. 차선 수, 버스

정류장, 경사로, 쓰레기통, 흡연구역, 금역구역, PC방 그리고 카페를 유의한 모형

으로 판단하여 이 시설이 담배꽁초 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PC방, 버스정류장, 흡연구역, 금연구역 주변에서 담배꽁초 수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고 쓰레기통과 카페 경우 가장 적었다. 특정 물리적 환경 주변에 담배꽁초

수를 세어 흡연지점을 판단한 것이다. 이는 현장 조사를 통한 흡연하는 지점만

을 조사하여 결론 낸 것이다. 본 연구는 연결속성을 반영하는 공간 구문론과

ERAM 모델을 통해 흡연지점과 접한 길 뿐 아니라 주변 길들과의 관계들을 살

펴보며 흡연공간의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흡연지점의 접한 길 뿐 아니라

주변 길들까지의 값을 정리하기 위해 전체 627개의 길들에 대한 값을 구하였다.

<표 5> 627개의 길들에 대한 구체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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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활동과 관련된 국부통합도와 국부분포확률의 값들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

가고자 한다. 흡연 공간의 선택은 흡연 욕구가 발생하는 순간에서 멀지 않은 위

치에서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흡연을 하는 지점의 접한 길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연결되는 2개의 길과의 관계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흡연 공간

으로 설정된 지점과 접한 길을 1번, 1번 길이 접하는 다른 길들 중 흡연공간과

가까운 길을 순서대로 2번, 3번 길로 설정하고 각 길의 국부 통합도와 국부 분

포확률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인 유동인구가 많은 길에 접한 유동인구가 적은 길에서 흡연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흡연 욕구가 발생했을 때 사람

이 적고 사람들의 흐름이 적어지는 지점으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길을 걷다가

사람이 급격히 적어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흡연

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 또는 3번 길을 걷다가 흡연욕구가 발생했을 때에 사

람들이 비교적 없는 1번 길을 들어가 흡연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간접흡연

에 대한 피해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2번과 3번 길에서는 흡연을 할 확률

이 적을 것이다.

<그림 14> 흡연 지점과 접한 길과 주변 길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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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과 흡연지점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산법을 만들었다.

2번 길과 3번 길의 통합도나 분포확률이 흡연지점과 접한 길인 1번 길보다 값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값을 비교하기 위해 전체 길들 중 이웃한 길들의

차이 값들을 구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그림 15>과 같이 흡연지점의 주변 길의 평균값에서 흡연지점과 접한 길의

값을 뺀 값을 분석모형의 계산식으로 하였다. 이 값은 627개의 전체 길들 중 이

웃한 길들의 평균값과 비교를 하여 큰 지점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41개의 흡연

지점들 중 분석모형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지점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보았

다. 주변 길과 흡연지점과 접한 길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유동인구의 변화가 크

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길을 피해 상대적으로 적은 길에 들

어가서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메인 길을 걷던 보행자들은 흡연 욕구

가 생겼을 때 메인 길을 벗어나 사람들이 적은 한적한 길을 찾아 흡연을 할 것

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계산식을 만들었다. 아래의 계산식이 일치할 경우

본 연구의 분석모형 식을 가지고 4장에서 명동거리를 분석할 때에 활용하고자

한다. 길거리의 흡연으로 인해 상업가로는 점점 기피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길을 찾아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한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려면 흡연을 하는 지점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의

분석모형을 통해 공간구문론과 ERAM을 활용하여 흡연지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

면 환경문제나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15> 분석모형의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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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길과 흡연지점과 접한 길의 차이의 값을 비교할 대상이 필요했다. 계산

법의 수치를 비교하기 위해 전체 길들의 차이의 평균이 필요했다. <그림 12>와

같이 627개의 길들 중 이웃한 두 길들끼리 차이를 모두 구한 후 평균을 내었다.

국부 통합도와 국부 확률 분포의 전체 이웃한 길의 차이의 평균은 -0.00108, -0.

002682로 거의 0에 가까웠다. 차이의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값은 0에 수렴하였다.

<표 4>와 <표 5>은 흡연지점과 접한 길 1번과 이웃한 주변 길 2,3번 길에 대한

국부통합도와 국부 확률 분포의 구체적인 값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식을 (2+3)/2-1로 계산한 값을 오른편에 구하였다. 평균이 0에 가깝기 때문

에 계산법을 통해 얻은 값이 +이면 평균보다 높은 것이고, -면 낮은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유동인구의 변화가 큰 길에서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이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해당하는 결과값에 *로 표시하였

다. 41개의 흡연지점 중 본 연구의 가설에 들어맞는 지점이 몇 개가 있는지 파

악해보았다.. 높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추후에 흡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

은 지점을 현장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표 6> 전체 이웃한 두 길들의 차이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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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_3 1 2 3 (2+3)/2-1

A-1 2.14765 1.80764 2.76418 0.13826*

A-2 2.01975 2.52218 2.76418 0.62343*

A-3 1.5146 2.42408 2.47122 -0.47138

A-4 2.32997 3.25425 1.90923 0.25177*

A-5 1.34756 2.91903 2.01747 1.12069*

A-6 1.92338 2.16457 2.48069 0.39925*

A-7 1.92338 2.48067 2.16457 0.39924*

A-8 2.59863 2.94803 2.01747 -0.11588

A-9 2.94803 2.59863 3.03949 -0.12897

A-10 2.16457 2.32136 1.92338 -0.0422

B-1 1.93994 2.96576 1.93846 0.51217*

B-2 2.01747 2.94803 1.93846 0.425775*

B-3 2.36926 2.94803 1.34756 -0.221465

B-4 1.9917 2.94803 2.08638 1.9917

B-5 2.65284 1.89629 2.11832 -0.645535

B-6 3.06931 2.63165 2.37485 -0.56606

C-1 2.49992 3.06931 2.28321 0.17634*

C-2 1.54488 2.02245 1.38738 0.160035*

C-3 1.32751 2.23665 1.77783 0.67973*

C-4 1.67719 1.77783 2.49496 0.459205*

C-5 2.27619 3.16815 1.83589 0.22583*

C-6 2.27619 3.16815 1.83589 0.22583*

C-7 2.2121 2.27619 3.16815 0.51007*

C-8 3.16815 2.14414 2.56095 -0.815605

C-9 2.14414 3.16815 1.70522 0.292545*

C-10 1.51723 2.54643 3.16815 1.34006*

C-11 1.70522 2.3658 2.54643 0.750895*

C-12 1.70522 2.428 2.3658 0.69168*

C-13 2.3658 1.70522 3.4776 0.22561*

C-14 2.3658 3.4776 1.70522 0.22561*

C-15 3.4776 2.19029 2.54643 -1.10924

C-16 1.68922 2.51914 1.68922 0.41496*

C-17 1.21625 2.22502 1.49324 0.64288*

C-18 2.63388 3.4776 2.11514 0.16249*

C-19 2.63388 2.11514 3.4776 0.16249*

C-20 2.36225 3.4776 1.77979 0.266445*

C-21 2.11514 2.63388 2.22502 0.31431*

C-22 1.82608 2.51914 1.62116 0.24407*

C-23 2.00465 2.78563 1.62116 0.198745*

C-24 1.72789 2.73795 3.4776 1.379885*

C-25 1.38591 3.4776 2.428 1.38591*

<표 7> 국부 통합도 분석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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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7>의 국부통합도 분석표를 보면 41개의 흡연지점 중 32개가 분석

모형 식에 부합하였다. (32/41, 78%) 통합도는 어떤 공간이 다른 공간들과 얼마

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나타낸 것이다. 전체 통합도는 전체 공간 네

트워크를 대상으로 추출되는 지표로, 분석 대상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역적인 수

준의 특성을 알기 어렵다. 흡연활동은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

부 통합도의 결과 값이 더 정확하며 78%의 일치성을 보였다. 통합도의 경우 모

든 경로가 아닌 최단 경로를 따라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의 공간 환경에서 사람들은 항상 최

단경로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해당 지역의 공간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

들의 경우 최단경로로 움직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은 방문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이기 때문에 모든 경로를 고려한 결과 값이 필요했다. 특별히, C구역만의

분석 결과 값을 살펴보니 25지점 중 2개를 제외한 23개의 지점( 23/25, 92%)이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였다. 도시의 길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을수록 흡연

이 일어날 위치도 규칙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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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M_3 1 2 3 (2+3)/2-1

A-1 1.41792 0.799709 3.81705 0.8904595*

A-2 1.17404 2.14957 3.81705 1.80927*

A-3 0.380004 2.09286 1.93972 1.636286*

A-4 1.62778 4.30482 1.1627 1.10598*

A-5 0.294928 3.95317 0.998219 2.1807665*

A-6 1.17971 1.38389 2.12689 0.57568*

A-7 1.17971 2.12689 1.38389 0.57568*

A-8 2.18928 3.62422 0.760008 0.002834*

A-9 3.62422 2.18928 4.49766 -0.28075

A-10 1.38389 1.35554 1.17971 -0.116265

B-1 0.754336 3.74899 1.02091 1.630614*

B-2 0.998219 3.62422 1.02091 1.324346*

B-3 1.73554 3.62422 0.294928 0.224034*

B-4 0.998219 3.62422 0.884785 1.2562835*

B-5 2.33107 0.918815 1.33285 -1.2052375

B-6 3.88511 2.16092 1.83196 -1.88867

C-1 2.17226 3.88511 1.75255 0.64657*

C-2 0.555826 1.03792 0.606872 0.26657*

C-3 0.385676 1.17971 0.83374 0.621049*

C-4 0.640902 0.83374 1.86032 0.706128*

C-5 1.61076 4.38989 1.04926 1.108815*

C-6 1.61076 4.38989 1.04926 1.108815*

C-7 1.51434 1.61076 4.38989 1.485985*

C-8 4.38989 0.964189 1.84897 -2.983305

C-9 0.964189 4.38989 0.646574 1.554043*

C-10 0.374332 2.11554 4.38989 2.878383*

C-11 0.646574 1.52824 2.11554 1.175316*

C-12 0.646574 1.58808 1.5824 0.938666*

C-13 1.5824 0.646574 4.97975 1.230762*

C-14 1.5824 4.97975 0.646574 1.230762*

C-15 4.97975 1.22509 2.11554 -3.309435

C-16 0.731649 2.11554 0.771351 0.7117965*

C-17 0.226868 1.19673 0.606872 0.674933*

C-18 2.79615 4.97975 1.28748 0.337465*

C-19 2.79615 1.28748 4.97975 0.337465*

C-20 1.54837 4.97975 0.794038 1.338524*

C-21 1.28748 2.79615 1.19673 0.70896*

C-22 0.742992 2.11554 0.714634 2.087182*

C-23 0.856426 3.0854 0.714634 1.043591*

C-24 0.657917 2.88122 4.97975 3.272568*

C-25 0.277913 4.97975 1.58808 3.006002*

<표 8> 국부 확률분포 분석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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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국부 확률 분포 분석표를 보면 41개의 지점들 중 35개의 지점이

본 연구의 계산법에 부합하였다. (35/41, 85.3%) ERAM은 공간구조를 이동의 측

면에서 가능성의 정도로 나타내고 있다. 모든 경로들을 고려한 모델이며 사람들

의 유동인구를 잘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부 확률 분포는 약, 85.3%의 일치성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길들 중 흡연자들은 흡연을 하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유동인구가 적은 곳을 찾아 흡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

측을 할 수 있다. 일치하지 않은 6개의 지점들 중에서도 2개를 제외한 지점에서

는 평균값 0에 가까운 -1 정도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주변 길 2개의 길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길들 중에서 유동인구가 적은 골목길로 또 연결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산법에 맞는 경우도 있었다. 골목길과 연결된 길이 유동

인구가 많은 길이 아니라 골목길로 또 연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분

석으로는 41개 지점 중 3지점을 제외한 38개 지점(약 92%)에서는 주변 길들 중

흡연지점과 접한 길보다 유동인구가 큰 길이 하나이상 존재한 것을 볼 수 있었

다. 흡연을 하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유동인구의 변화가 큰 지점임을 알 수 있었

다. 특별히, C구역의 흡연 지점들을 살펴보면 홍대의 먹거리와 패션거리로 길들

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흡연 지점들도 어느 정도의 규칙을 가지며 분

포되어 있는 것 같았다. 앞선 국부 통합도와 마찬가지로 C구역은 25지점 중 2개

를 제외한 23개의 지점( 23/25, 92%)이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였다. 도시의 길들

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을수록 흡연이 일어날 위치도 규칙적으로 생길 수 있

다는 걸 알 수 있었다.

2013년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들 대부분(86.1%)

이 실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4%로 줄었지만 실외에서의 간접흡연은 계속되고 있다. 특별히 상업가

로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높은 길 주변으로 흡연굴이 생기

고 있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지나가기 불편한 골목길들이 생겼으며 흡연자

들도 골목길이 아닌 보장된 공간에서 흡연을 할 권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흡연활동은 주변 길의 유동인구가 이웃한 길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41개의 흡연지점들을 살펴보면 유동인구가 큰 길 주위로 많이 분포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인구의 변화가 커지는 길들에서 흡연 활동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골목길과 연결된 또 다른 골목길

이 흡연굴이 되지 않도록 미리 유동인구의 변화가 큰 지점들을 Space Syntax와

ERAM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미리 흡연 구역들을 파악하여 흡연자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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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위치를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흡연이 생길 것

같은 길은 조치를 취한다면 사람들이 보행을 하면서 흡연 연기에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 28 -

제 4 장 분석 모형 적용 및 가설 검증

제 1 절 연구대상지 선정 및 대상지 분석

1. 대상지 특성

서울역사박물관 공간의 형성과 변화(명동)에 따르면 평일 평균 보행량 Top 10

지점과 주말 보행량 Top 10에서 상위 10개의 지점 중 7개의 지점이 모두 명동

이었다. 사실상 서울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바로 명동이다.

명동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눈스퀘어에 위치한 CGV 주변이다. 한

시간 동안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평일 기준 4,299명(60,197인/14h) 주말 기

준 6,598명(92,376/14h)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유동인구를 가진 길은 중앙로

의 경우 1시간당 14,781명이다. 이와 유사한 보행량을 보이는 지역은 중앙로와

명동길이 만나는 유네스코길이다. 1분에 250~280명, 1초에 4-5명의 사람이 지점

을 통과하는 수치이다.

<그림 16> 평일과 주말의 보행량 Top 10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공간의 형성과 변화, 명동 199쪽)



- 29 -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에 따르면 명동을 찾는 방문객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20~30대(전체 40%)으며 동료와 함께 방문(전체 40.5%)하는 사람이 많다.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는 것이다. 20006~2010년 외래관광객 실

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한국

여행 중 가장 인상 깊은 방문지가 바로 명동이었다.

<그림 17> 보행량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공간의 형성과 변화, 명동 199쪽)

<그림 18,19> 명동 중앙로(Left), 유네스코길(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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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맥락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번화가이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지금의 충무로인 본정보

다 낙후된 지역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주택가였으나 일제강점기 충무로가 상업지

역으로 발전하면서 인접지역인 이곳도 그 영향을 받아 상가로 변하게 되었다.

6.25전쟁 시 을지로 일부를 제외한 명동지역 전역이 파괴되어 전재복구를 위한

토지구회사업을 실시하여 일제시대의 번화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도시 골격 위에 새로운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전후 미군 P.X가 현 신세

계 백화점에 위치하여 명동의 달러골목에 외화, 서적 등 물자가 유출되었는데

특히 패션 관계 책자들의 유입으로 명동은 유행을 발생시키는 장소가 되며 최고

의 패션가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쇼핑의 중심지였던 충무로의

기존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명동 일대는 전쟁 이전과 같이 최고의 상업지역으로

재성장하게 된다. 1984년에는 ;명동 시범상가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이후 보행전

용도로로 차량 출입의 제한이 실시되면서 강북의 대표적인 상업가로공간으로 자

리 매김하게 된다.

<그림 20> 1882년~1909년 <그림 21> 1910년~1950년

<그림 22> 1946년~1970년 <그림 23> 1970년~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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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은 지명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사용될 만큼 서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국에 새로운 유행과 문화를 전파하는 중심지이다. 주변 지역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과 경쟁하면서도 명동은 외국의 다른 도시들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 보행

자 쇼핑몰로 성장해가고 있다. 사고, 먹고, 놀고, 자고, 쉬고, 꾸밀 수 있는 다양

한 시설이 걸어서 5분에서 10분거리 안에 모두 있다. 값비싼 명품부터 저렴한

의류매장과 노점까지 다양한 상품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다. 2016년도 상반기부터 명동과 무교동은 금연지구가 되었다. 지정된 흡연

구역은 두 곳으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은 이

를 모른 채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명동은 ‘너구리굴’이라는

말이 생기듯이 상업가로 사이사이 골목길은 담배연기로 인해 통행이 어렵다. 점

점 기피장소가 되어가는 상업가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그림 24> 금연지구로 지정된 명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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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대상지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범위의 홍대거리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명동거리를 범위로 한다. 홍대거리의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과 서교동 일대의 부분이며 명동의 경우 명동 1가 2가, 충무로 1가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하며, 남대문로2가, 을지로 2가, 남산터널로 가는 간선도로, 퇴계로 등

서울 도심부의 4개의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지역을 연구범위로 한다. 명동은 35

개의 블록, 648개의 필지로 총 면적 0.99제곱킬로미터로 1495세대의 약 3,529명

의 인구를 포함한다.

<그림 25> 연구대상지인 명동 건물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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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명동의 Integration, ERAM 결과값

1. 축선도

명동도 마찬가지로 전체 통합도, 국부통합도, ERAM 수치 산출을 위해 S3

axial을 활용하여 축선도를 작성하였다. 축선도를 작성할 때에 Edge Effect4)를

고려하여 연구 범위보다 확장된 범위로 축선도를 작업하였다. 범위보다 더 연장

된 범위의 길들을 작업하여 원하는 빨간색 영역의 범위안에 있는 값들만을 수집

하였다. 총 338개의 축선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 값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국

부 통합도와 국부 확률분포의 값이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흡연활동을 잘 반영하

기 때문에 명동거리의 경우는 전체 통합도나 전체 확률분포보다 국부 통합도와

국부확률분포를 살펴본다.

<그림 26> 본 연구의 축선도(명동)

4) 범위 부분만 분석하면 끝부분의 데이터들이 값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생겨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아

보다 넓은 범위로 분석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만을 데이터로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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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통합도 (Integration)

<그림 27>의 전체 통합도를 보았을 때 연구 범위의 경계선인 삼일대로, 퇴계

로, 남대문로, 을지로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높은 통합도의 값을 갖는다. 분석

영역 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길들 간 접근성의 차이가 나질 않는 걸 볼 수 있

다. 초록색과 노란색명동 거리를 살펴보면 대부분 초록색과 청색의 중간정도의

접근성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7> 전체 통합도 분석 값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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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확률분포 (ERAM)

<그림 28>의 전체 확률분포를 보았을 때 연구 범위의 경계선밖의 부분에서

색의 대비가 보였다. 분석대상 영역 안에는 모두 파란색으로 색의 대비가 없었

다. 앞선 전체 통합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확률분포도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흡연

활동을 반영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림 28> 전체 확률분포 분석 값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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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부 통합도 (Integration_3)

<그림 29>의 국부 통합도를 보았을 때 연구 범위의 경계선인 삼일대로, 퇴계

로, 남대문로, 을지로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높은 통합도의 값을 갖는다. 분석

영역 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교적 높은 값들을 가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통합도가 낮은 파란색의 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높

은 통합도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명동의 전반적인 거리들은 접근할 수 있

는 경우의 수가 많은 공간임을 의미한다.

<그림 29> 국부 통합도 분석 값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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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부 확률분포 (ERAM_3)

<그림 30>의 국부 확률분포를 보았을 때 남대문로와 퇴계로가 가장 높은 빨

간색의 ERAM값을 가졌다. 분석영역의 길들을 살펴보니 노란색부터 파란색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통합도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확률분포값이 낮은 파란색을 ERAM에서는 많이 볼 수 있었다. 접근성은 좋지만

유동인구는 적은 길들이 많이 보였다. 명동역과 연결된 중앙로와 롯데백화점과

연결된 유네스코길이 명동거리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메인 길이다. 메인 길의

경우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교적 높은 유동인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접한 이

면도로는 파란색의 낮은 유동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0> 국부 확률분포 분석 값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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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흡연지점 조사

1. 흡연지점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소들

앞서 살펴본 홍대거리는 선행연구로 담배꽁초수를 파악하여 흡연구역을 지정

하였다. 하지만, 명동거리에서 흡연지점을 지정한 선행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명동 거리의 모든 길들을 흡연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한다. 축선도에

표현된 모든 길은 338개의 길 중 명동 내부의 길은 총 84개의 길이 있었다. 길

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길과 길의 교차점에서 길들을 끊었다. 흡

연공간을 파악하기 위한 물리적 요소로 담배꽁초 수, 흡연자의 수, 금연표지판을

기준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꽁초 수와 흡연자의 수를 합쳐서 계산

하였다(흡연자의 수를 담배꽁초수로 파악하였다). 금연표지판은 무분별한 흡연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반응으로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흡연이 많이 이뤄지

는 길이라고 판단되어 각 길마다 금연표지판의 개수들을 파악하였다.

<그림 31> 금연표지판 <그림 32> 담배꽁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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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방법

앞서 살펴본 홍대거리는 선행연구로 담배꽁초수를 파악하여 흡연구역을 지정

하였다. 하지만, 명동거리는 흡연지점을 지정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

는 명동 거리의 모든 길들에 관하여 흡연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한다. 명동 내

부의 길은 총 82개의 길로 끊었다. 길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길과

길의 교차점에서 길을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Rambler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도구로 활용하였다. 명동 사이트의 모든 길들을 돌아다니며 담배꽁초, 흡연자,

금연표지판이 있는 길들을 사진을 찍어 표시하였다. 램블러는 걷는 경로들이 추

적되며 해당위치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위치에 저장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총

5번의 방문(평일3번, 주말2번)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였다.

<그림 33> 램블러 어플을 활용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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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8개의 축선도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중에서 국부적으로 일

어나는 흡연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국부 통합도와 국부 확률분포의 데이터 값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서 가설로 세웠던 유동인구가 많은

메인길을 벗어난 사람이 적은 길에서 흡연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검증

하기 위해 명동 내부에 있는 모든 길들과 그 가설에 부합하는 수치를 비교하여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9> 338개의 축선도에 대한 In3, ERAM3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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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0일, 7월 7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7일로 총 5번의 현장조사

를 바탕으로 각 길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흡연자의 수는 모든 길에서 동

일한 시간으로 조사를 할 수 없어 흡연자가 있으면 담배꽁초의 수에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12월에 진행된 세 번의 현장조사는 약 2-3시간씩 모든 길들을 지나

면서 꽁초 수와 금연표지판의 수를 세었다. 총 얻어낸 수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편의를 위해 담배꽁초 수는 동그라미, 흡연자의 수는 세모, 금연표지판은 네모로

표시하였다. 주말의 경우 사람들이 많은 오후시간대에 조사를 했으며 평일의 경

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대에 조사를 하였다.

<그림 34> 현장조사로 얻어낸 꽁초 수와 금연 표지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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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ID f(INT3) f(ERAM3) 담배꽁초 흡연자수 금연표시

3 0.08383 0.748853 35 0 0

10 -0.2001 -0.24338 43 6 3

12 0.471265 1.073351 100 7 7

13 0.18229 0.243375 10 1 8

14 -0.09536 0.74885 67 4 10

15 -0.07125 -0.28473 2 0 1

16 0.491606 0.698927 18 0 1

18 0.374515 1.198159 47 2 10

19 0.384855 0.524194 21 6 5

20 -0.27312 0.811256 23 0 0

21 0.203905 0.649 82 0 12

22 0.29508 0.649003 5 0 15

26 -0.30029 -0.5242 61 5 0

27 -0.78186 -0.7114 3 4 0

28 0.864269 0.692686 34 3 0

99 1.005922 1.909569 68 2 0

100 0.06577 0.848698 24 0 1

2. 분석 결과 및 정리

2019년 5월 30일, 7월 7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7일로 총 5번의 현장조사

를 바탕으로 각 길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흡연자의 수는 모든 길에서 동

일한 시간으로 조사를 할 수 없어 흡연자가 있으면 담배꽁초의 수에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조사 시간대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4시와 저녁시간이 근처의

5시~8시였다. 축선도에 해당하는 길의 ID를 표기하였고 총 84개의 길이 있었다.

국부 통합도와 국부 확률분포의 값들을 본 연구의 계산식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길 ID 3번의 경우 3번 길과 접한 2개의 주변길의 평균값에서 3번길의 값

을 뺀 값들을 모두 구하였다. 편의상 f(Int3), f(ERAM3)로 표시하였다. f(Int3),

f(ERAM3)의 값들이 클수록 흡연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앞선 홍대거리에서

검증이 되었다. 명동의 경우 84개의 모든 길들에 대한 분석모형의 값과 담배꽁

초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금연표지판과의 상관관계도 파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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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0.344935 0.73013 54 3 0

264 0.849685 1.747317 88 2 0

266 0.18613 0.04992 36 7 0

267 -0.13036 -0.36194 2 0 0

268 -0.34663 -0.5866 3 0 0

269 -0.34035 -0.60532 40 4 0

270 -0.05183 0.099845 6 2 0

271 -0.44369 -0.41187 7 0 0

272 0.02491 -0.07488 4 0 0

273 0.70838 0.89862 19 0 0

274 -0.13668 -0.15601 2 1 3

275 -0.26042 -0.44307 1 0 0

276 -0.024 -0.17473 3 0 1

277 0.298486 0.318262 3 0 1

278 -0.20193 -0.28082 4 1 1

279 -0.21579 -0.20593 6 1 5

280 -0.29139 -1.14824 20 3 2

281 -0.21281 -0.69892 1 0 0

282 -0.29559 -0.53668 2 0 0

283 0.35841 0.486752 9 0 0

284 0.14841 0.380665 5 0 0

285 0.03601 0.336983 14 1 0

286 0.895005 1.085829 25 0 5

287 0.30712 0.185975 40 5 3

288 0.735555 1.385375 42 1 0

289 0.197405 0.64277 15 3 0

290 0.167975 0.118569 2 1 0

291 -0.10431 -0.11233 3 0 0

292 0.000405 -0.00625 3 1 0

293 -0.25359 -0.31203 3 0 0

294 -0.14975 -0.21842 4 0 0

295 0.15793 -0.01248 5 0 0

296 0.17086 0.224655 48 6 0

297 0.377335 0.555395 25 0 0

298 0.126245 0.592839 70 7 2

299 0.79816 0.792532 58 5 0

300 0.05589 -0.01872 3 0 2

301 0.254675 0.468029 35 0 0

302 -0.14553 -0.2496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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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0.46896 -0.49923 2 0 0

304 -0.81215 -0.63028 1 0 0

310 1.167035 2.620975 82 2 3

312 -0.10691 0.131045 16 2 6

313 0.00832 0.03744 15 0 1

314 -0.54004 -1.01095 5 0 1

315 0.106435 0.26834 60 5 0

316 0.919735 1.847164 56 2 8

317 0.13285 0.074885 14 1 12

318 0.29443 1.02967 33 0 0

319 0.033899 0.5866 3 0 0

320 1.705812 2.103019 75 1 2

321 1.335144 1.990692 67 1 1

322 1.12247 1.890845 40 0 2

323 0.12567 0.723889 22 0 2

324 -0.20444 -0.20593 7 1 0

325 0.801368 0.642761 38 10 4

326 0.863177 0.651482 49 2 0

327 0.713228 0.492993 15 0 3

328 0.031694 0.205931 9 0 3

329 0.584045 1.310487 95 10 7

330 0.522545 0.599079 48 10 0

331 0.037664 0.18097 62 2 0

336 -0.32326 -0.08737 15 0 0

337 0.727115 1.6974 80 1 2

338 0.20605 0.505475 20 3 2

<표 10> Int3, ERAM3, 담배꽁초수, 흡연자수, 금연표지판수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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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경향성 확인 및 흡연공간의 특성 분석

먼저, 국부 통합도의 값과 담배꽁초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f(Int3) 값

을 x축, 담배꽁초의 개수를 y축으로 하여 분산형 차트를 만들었다. 84개의 점들

이 찍혔으며 f(In3)이 클수록 담배꽁초 수가 클 것이라고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추세선을 통해 결정계수를 구하였고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Correl 값도 구하였다. Correl은 Correlation(연관성, 상관관계)의 약자로 두 변수

간의 연관성과 상관관계를 계산해주는 함수이다. Correl 함수를 이용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게 되면, -1에서 1 사이의 값이 도출된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

관계”가 높은 것이며,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다. 중간값인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0.8이나 -0.8이상(이

하)의 경우 연관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국부통합도의 경우 Correl 값이

0.595411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선의 결정계수는 0.3867로

Correl값과 마찬가지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국부 통합도와 담배꽁초 수와의 분산형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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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확률분포의 경우 Correl 값이 0.67959로 국부통합도보다 큰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세선을 통한 결정계수 또한 0.4607로 높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부통합도의 경우 명동 내부의 길들에 대한

값의 변화가 적었다. 내부의 모든 길들이 접근성이 중간정도로 고르게 분포

되어 있었다. 값이 높고 낮은 길들은 명동거리 밖인 간선도로와 범위 밖의

작은 길들이었다. 이에 반면에 국부 확률분포는 모든 경로를 고려하여 접근

성을 계량화했기 때문에 명동 내부의 길들의 차이들이 눈에 띄게 컸다. 길

들 사이의 유동인구의 변화가 큰 국부 확률분포의 값이 담배꽁초와의 경향

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였다.

<그림 36> 국부 확률분포와 담배꽁초 수와의 분산형 차트

금연표지판의 개수와 국부 통합도와 국부 확률분포 값과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 차례로 분산형 차트를 살펴보았다. 표지판이 없는 길

들은 제외하였다. 양과 음의 상관관계가 아닌 흡연이 많이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은 길에는 금연표지판이 적었고 흡연 가능성이 적은 길에는 금

연 표지판이 많았다. 즉, 흡연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에는 금연표지판의

개수가 적어 사람들이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흡연을 할 수 있는 길

들이 있는 것이다. 길들에 대한 데이터 값을 통해 실질적으로 흡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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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길들에 금연표지판을 붙여야할 것이다.

<그림 37> 국부 통합도와 금연표지판 수와의 분산형 차트

<그림 38> 국부 확률분포와 금연표지판 수와의 분산형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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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던 경향성에 대해여 해당하는 길들과 해당하지 않는 길들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흡연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공사장, 주차장이 있는 길에서는 계산한 f(ERAM3)의 값

에 비해 높은 담배꽁초 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로, 길 ID 12번의 경

우 ERAM 계산값이 1.07로 담배꽁초의 기댓값은 50개지만 실제로는 100

개이상의 흡연구역이었다. 금연 표지판은 7개나 붙여있었음에도 사람들

은 흡연을 멈추지 않았다. 이유를 살펴보니 길 한쪽은 음식점들이 있는

길이었으며 다른 한쪽은 공사장이었다. 공사장 가림벽에 금연표지판을

많이 붙여두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음식점

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이 길에서 흡연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특

별히 공사장과 접한 길의 하수구에서 담배꽁초를 대량으로 발견하였다.

공사판의 가림벽이 흡연자들에겐 흡연을 할 수 있게 사람들의 시선을 가

려주는 가림벽 역할이 된 것이다. 공사장 주변의 길들을 어떻게 관리해

야할지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시급하다.

<그림 39, 40> 공사장 옆 담배꽁초들과 금연표지판(길ID 12)

길 ID 14번의 경우 f(ERAM3)는 0.748로 흡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

는 수치였다. 하지만, 담배 꽁초수는 67개로 계산값에 비해 많은 양의 꽁

초가 있었다. 금연표지판은 10개로 3번째로 가장 많은 길임에도 불구하

고 흡연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었다. 이의 경우는 메인길인 유네스코

길에서 벗어난 가장 가까운 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길 ID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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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315번 또한 유네스코길과 연결된 길들로 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

로, 메인길인 중앙로와 접한 길들 중 길 ID 26번, 259번, 296번도 이에

해당한다. 특별히 다른 접한 길들보다 많았던 이유로는 위 길들의 주차

장 앞에서 담배꽁초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주차장은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

다.

<그림 41, 42> 주차장 옆 담배꽁초들과 금연표지판(길ID 14)

<그림 43, 44> 공사장과 접한 길과 하수구 (길ID 21)

두 번째로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길들에서 담배꽁초의 개수가 무수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은 명동역, 을지로 입구역, 을지로 3가역의

세 개의 지하철 역과 연결되어 있다. 서울 교통공사에 의하면 2019년 1

월~7월까지의 지하철역 하차 순위를 살펴보면 을지로입구역과 명동역을

합친 값은 2번째로 높은 값을 갖는다. 지하철을 이용한 흡연자들은 흡연

욕구를 풀기 위해 사람이 적은 골목을 찾게 된다. 을지로 입구역과 인접

한 길 ID 329번과 길ID 337번의 경우 f(ERAM3)의 값은 1.31과 1.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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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의 기댓값은 50~60개지만 실제 담배꽁초의 수는 70개와 80개이

다. 명동역과 인접한 길들 중 ID 27번과 중앙로와 연결된 길 ID 289번은

지하철역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의 수가 5개로 흡연활동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지하철역과 인접하면서 유동인구가 적은 길 ID

99번과 264번은 f(ERAM3)의 값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담배 꽁초가

있었다.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이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는 흡연 활동을

하지 않지만 유동인구의 값이 적은 길에서는 분석값의 기댓값보다 더 많

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명동에는 흡연부스가 2개 설치되어있다. 길 ID 10번은 흡

연부스 중 하나로 유동인구가 적은 위치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흐름은 적었지만 흡연자들을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지

만, 흡연부스 안에서만 흡연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부스 주변에서 담배

꽁초를 많이 발견하였다. 흡연부스 주위에 금연표지판이 3개나 있었음에

도 사람들의 인식은 흡연부스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흡연부스로 인해 그 주변이 모두 흡

연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흡연부스가 포함된 길의 관리가

필요하며 제재를 가하여 흡연부스외의 인근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막아

야한다.

<그림 45, 46> 흡연부스 근처의 금연표지판 및 부스 (길I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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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대부분 흡연자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벗어나 사람들이 적은 길에서 흡

연을 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길과 접하는 유동인구

가 적은 길에서 흡연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3장에

서 이 가설을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홍대거리 41개 흡연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검

증해보았고 이에 대한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공간구문론과 ERAM 모델을 활용

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41개의 지점 중 35개의 지점이 가설에 부합했다(35/41,

85.3%). 41개의 지점들 중 3지점을 제외한 38개의 지점에서는 접한 주변 길들

중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길이 반드시 하나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8/41, 92%). 4장에서는 3장에서 얻어낸 분석 모형을 다른 상업가로인 명동에

적용을 해보았다. 명동 내부의 길들을 82개로 나누었고 현장조사를 통해 명동

길들에 대한 흡연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흡연구역을 살펴볼 수 있는 요

소들로 담배꽁초, 흡연자의 수, 금연표지판의 수를 세었다. 앞선 3장의 분석모형

설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부 통합도와 국부 확률분포의 값이 흡연활동을 반

영하기에 적합한 값이었다. 82개의 길들에 관한 흡연 정보들을 바탕으로 분석

모형을 통해 값을 모두 구하였다. 계산 된 값과 담배꽁초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

서 모든 길에 대한 값을 분산형 차트로 표현하여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지수함

수의 추세선을 살펴보니 국부통합도의 경우 결정계수가 0.3867이었으며 국부 확

률 분포의 경우 결정계수가 0.4607이었다. 흡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길에

는 담배꽁초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명동 내부의 길들에서 유동인구의

값을 나타내는 국부 확률 분포 값을 통해 흡연이 일어날 수 있는 길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금연구역은 2012년 7만 9391개소에서 2017년에 26만5113개소로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흡연구역은 43개소뿐으로 흡연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흡연이 일어나고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

해를 보고 있다. 마찰이 잦아진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

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한다. 간접흡연의 피해 뿐 아니라 담배꽁초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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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을 통해 가로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잠재적 흡연구역을 찾을 수 있는 의의

가 있다. 활용방안으로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시 위치 파악을 하기에 용이하다.

공간구문론과 ERAM모델을 활용하여 잠재적 흡연구역이 나타날 곳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다면, 사전에 무분별한 흡연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이다.

흡연이라는 행위는 시각적 노출이 적은 곳이나 이미 버려진 담배꽁초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길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에 맞는 객관적

인 계산법과 방법을 통해 흡연공간과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가로 내에 방문객들이 흡연을 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었으

며 거리의 가중치는 모두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하였다. 후에 거리마다 다

양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을 한다면 더 좋은 설명력을 지닐 수 있다. 연결속

성을 고려한 Space Syntax와 ERAM이 아닌 시각적인 것을 고려한 VGA나

Visibility ERAM을 활용한 연구가 이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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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moking Area in Commercial Streets

-Analysis of Streets in Hongdae and

Myeong-dong Area by Using Space Syntax

and ERAM Model-

Choi, Ha Neul

Department of Architecture

Master Course i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Zo, Hangman

A preliminary study examined cigarette butts that were

substantially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found areas where

smoking occurred. The locations where people smoke on roads have

been identified, but it was not an objec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In this study,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jacent roads and the encountered roads of the space where smoking

occurs on the streets with a large floating population. Analys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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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is intended through an objec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Naturally occurring smoking spaces are the targeting space

and the targeting people is the visitor who visit to commercial space,

not residents or workers in the workplace.

For an objective analysis, this study used Space Syntax and

ERAM model. In the preceding study, the areas designated as

smoking areas you can see that the floating population is distributed

near the smoking spaces. When the desire for smoking occurred,

people would smoke at a point where the number of people and the

flow of people would decrease.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people

smoke a lot when they walk into an alley where there are very few

people.

In this study Space Syntax and ERAM model are used to examine

how consistent the smoking spaces and the hypotheses are. If the

link between smoking space and the floating population is proven, by

the data on the road it can be analyzed to identify the areas where

smoking can occur. By this study we can solve the secondhand

smoke and environmental problems of future.

keywords : Commercial street, Passive smoking, Smoking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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