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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pace Syntax에서 개별링크의 통합도가 크면 네트워크에서 접근이 편리함을 나타낸다. 보행자가 통합도가 높은 링크들의 연결성을
경험하도록 보행로를 설계하거나 집적도가 높은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행자 통행배정모형은 보행수요(보행자)의 불편
도(통행거리 및 시간) 등을 최소화하는 경로선택을 반영한다. 이는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실제 통행패턴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Space Syntax와 보행자 통행배정모형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천시 부평역을 대상으로 통합모형의 유효성을 검증
하는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평역 주변은 통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나 보행전용구역인 역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통합도
가 낮게 나타났다. 모형의 구조는 통합도가 높은 지역에 실제 이동수요를 반영하여 통합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설명이 가능하다. 통
합모형은 Space Syntax의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거리를 나타내는 축선도와 건물과 도로로 구획된 링크를 결합하는 방식과 보행자 통행
배정모형의 기종점의 유사경로를 파악하여 균일 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제안된 모형은 보행개선지역 및 사업의 사전/사후평가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 보행통합평가모형, 공간구문론, 보행네트워크, 보행이동성, 보행환경개선

ABSTRACT

In Space Syntax, the greater the degree of integration between separate links, the greater the links' accessibility from the target network. As
such, planning pedestrian walks so that links with high degrees of integration are connected, or else inducing high integration value land use are
both valid options. The travel distribution model reflects how walking demand, or more specifically, the pedestrian, partakes in route choosing
behavior that minimizes select criteria, notably level of discomfort, as measured using travel distance and time. The model thus demonstrates travel
patterns associated with demand pertaining to minimization of discomfort experienced by the pedestrian. This research introduces a method that
integrates Space Syntax and the pedestrian travel distribution model. The integrated model will determine whether regions with high degrees of
integration are actually being used as pivots for pedestrian demand movement, as well as to explain whether the degree of integration is sustained
at an appropriate level while considering actual movement demand. As a means to develop the integrated model, a method that combines display
of the visibility of the space syntax network and road-divided links is proposed. The pedestrian travel distribution model also includes an
alternative path finding mechanism between origin and destination, which allows for uniform allocation of demand.

Key words : Integrated Walkability Evaluation Model, Space Syntax, Pedestrian Network, Mobility, Walk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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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공간구조를 정량적으

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이는 전체 보행공간을 대상

으로 각 공간의 접근성을 통합도(Integration)로 산출

하여 판단한다.[2] 보행네트워크에서 개별링크의 통

합도는 보행네트워크 전체공간에서 접근하기 편리한

정도를 나타낸다. 링크 통합도가 클수록 전체 보행네

트워크에서 링크의 접근도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한정된 보행네트워크에서 중심지역에 포함된 링크의

통합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림1-a>의 한정된 보행네

트워크는 중심지에서 멀어지면서 보행영향권 수준을

3단계- A, B, C-로 구분할 때 통합도도 A, B, C로 진

행하면서 낮아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a)

Pedestrian

network

(b) Link

integration

(A>B>C)

A

B

C

<그림 1> 보행네트워크의 링크통합도

<Fig. 1> Link integration of pedestrian network

Space Syntax에서 보행공간이 적절하게 설계되었

는가에 대한 판단은 통합도를 통해 링크에 보행량

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었는가의 검토로 가능하

다. <그림2-a>의 시청광장 주변의 보행네트워크는

<그림2-c>의 보행회귀식을 통해 통합도를 산출할

수 있다.[3] <그림2-c>와 같이 선형일치성이 높을수

록 보행네트워크 설계가 적합하다는 가정을 내포하

고 있다.[4]그러나 Space Syntax의 가정은 실제 보행

네트워크의 평가기법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음의 한

계가 존재한다.

시청광장(a) City hall square 축선도(b) Axial map

(c)

Integration-Pe

destrian

logistic

<그림 2> 보행네트워크 설계적합성 판단(shinetc, 2004)

<Fig. 2> Evaluation of design adequacy for a

pedestrian network[3][4]

우선 <그림2>와 같이 설계 적합성 판단의 한계

는 Space Syntax가 사후적인 평가에 근거한다는 점

이다. ‘시청광장이라는 상징성 있은 시설물이 보행

을 유발시켰는가?’ 또는 ‘이미 보행수요에 대한 잠

재력이 높았는가?’와 같은 설명은 Space Syntax를

활용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시청이라는 랜드마크

를 중심으로 투자 및 상권의 집중이 보행유입을 촉

진한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높다

한편, 보행수요와 통합도의 연관성이 적은 경우

에 보행시설의 투자방식을 결정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도가

높은 중심지역의 보행수요가 적게 나타나는 경우

(r-s), 보행수요가 많은 외곽지역(R-S)의 통합도를

중심지역보다 높게 해주는 투자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R

S S

R

r

s

r

s

<그림 3> 보행네트워크 통합도와 수요이동의 비관련성

<Fig. 3> Discordance of integration &pedestrian

volume

본 연구의 목적은 보행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

해서 횡단보도, 입체보행시설, 지하보도, 계단,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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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보행시설에 투자하는 경

우에 대한 판단기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행시설

이 투자되면 전체 네트워크 공간이 변화되어 개별

링크의 통합도가 변화한다. 이러한 경우 보행시설

의 투자방향을 타당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요의 흐름을 고려하여 통합도를 구축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Space Syntax의 개별링

크의 통합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행수요와

관련된 통합도 개념을 도입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방법은 Space Syntax와 보

행통행배정모형이 통합된 모형체계로 구축하는 것

이다. 보행통행배정모형은 네트워크 상에 보행의

이동을 통행시간, 통행거리, 일반화비용 등을 고려

하여 사전적으로 예측한다. 또한 이 모형은 수요에

의해 사용된 보행경로를 보행수요가 경험하는 경로

통합도의 개념으로 확장가능하다. 이러한 통합모형

을 기반으로 수요가 경험한 경로접근성과 경로이동

성 개념을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Ⅱ. 공간구문론과 보행통행배정

1.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Space Syntax)[5]의 기본개념은 인간

이 공간을 인지하고 이를 사용하는 원리를 이해하

고 분석하는데 있다. 즉, 인간의 공간사용행태를 규

정짓는 공간인식과 공간행태에 기초를 두고 있다.

Space Syntax를 활용하여 공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 오픈 스페이스 체계를 바탕으로

자료를 입력하게 된다. 이를 축선도(Axial maps)라

하며, 축선도는 건물내부나 혹은 도시공간에 시선

과 접근성을 토대로 분석대상 건물 혹은 지역의 모

든 공간을 포함하는 직선들로 이루어진다.[6]

축선도에 의한 공간의 표현을 계산하기 위해 사

용되는 결절점(nodes)은 단위공간을 의미하고 연결

선(edges)은 공간들의 관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과

정은 공간형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공간

의깊이(Depth)를 암시한다.

Depth는 공간행태 개념에서의 거리를 나타내며

일반적인 물리적 거리의 개념과는 다르다.[7] 즉, 축

선도에서는 특정 축선공간에서 다른 축선공간으로

이동할 때 거치게 되는 최소한의 축선의 수를 의미

한다.

인접한 공간 간의 Depth는 1이다. 하나의 공간에

서 다른 공간으로 갈 때 그 공간 사이에 하나의 공

간이 존재하면 Depth는 2가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Depth는 공간배치구조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된다. 예

를 들어, 어느 건물의 로비에서 그 건물의 Depth가

얕다(작다)는 것은 그 건물의 로비에서 여러 사무실

로의 접근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공간

의 Depth가 깊다(크다)는 것은 로비로 부터 먼 곳에

위치한 방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공간에서 특정공간의 특성을 계산하기 위해

서는 분석대상물의 평균 Depth를 먼저 계산한다.

즉, 그 해당 공간으로부터 모든 공간들로의 Depth를

계산한다. 다음에는 이 값들을 합산하여 측정대상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수로 나눈다.

   

 
(1)

여기서, RA : 상대적 비대칭성

MD: 공간의 평균 깊이

K : 분석대상 공간의 총 개수

그러나 실제적으로 RA값은 분석대상 공간의 총

개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배

제하기 위하여 실질적 상대적 비대칭성(Real

Relative Asymmetry : RRA)인 비균제율 개념을 도입

한다. RRA는 이론적인 다이아몬드형태를 가정하여

산출한 RA와 같은 개수의 공간에 대한 보정치인

RA()로 나누어서 그 값을 산출한다.

  


(2)

   

log  

여기서, RRA : 비균제율

 : 보정계수

k : 공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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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실질적상대적비대칭성 값은 공간조

직의 규모에 관계없이 특정 단위공간의 위상학적

중심의 정도를 일정한 비율로 측정하게 해준다. 그

런데 이렇게 계산된 실질적상대적비대칭성 값은 평

균깊이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해석상에 혼란의 여

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상대

적비대칭성 값에 대한 역수를 계산하여 이 결과치

를 통합도(Integration)라고 정의한다.

 


(3)

여기서, I : 통합도

RRA : 실질적상대적비대칭성

특정 단위공간의 통합도가 크면 그 공간으로부

터 다른 모든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전이단

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그 공간이

다른 공간에 비해 보다 위상학적으로 중심에 위

치한다(Integrate)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특정 단

위공간의 위상도의 값이 작으면 그 공간으로부터

다른 모든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전이 단계

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그 공간이 다

른 공간에 비해 ‘위상학적으로 주변에 위치한다

(Segregated)는 것을 의미한다.

위 과정을 거쳐 각 축선의 통합도가 계산되면 통

합도가 큰 축선은 빨간색으로 낮은 축선은 파란색

으로 크기의 순서에 따라 주황, 노랑, 초록 등 무지

개 스펙트럼의 기준으로 표시하는데 이를 Space

Syntax 라 한다.

2. 보행통행배정

보행통행배정과 관련된 연구는 타 교통수단의

통행배정(Sheffi, 1985)[8]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매

우 미약하다. 이러한 이유로는 차량의 경우 도로망

을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 보행

은 보행자의 진행방향 및 보행시설에 대한 고려사

항 월등하게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보행자의 경

우 시설을 따라 정해진 경로로 진행하기 보다는 보

행공간을 대상으로 이동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

서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설과 타 보행자와의

상호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보행과 관련된 연구는 일정한 공

간의 시설에서 보행밀도와 속도를 마이크로 시뮬레

이션에 한정해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Abdelghany(2005)[9]는 셀로 구성된 이산적 공간

으로 구분하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A*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미식축구장 출입구 매표소를 대상으로 서

비스 처리시간을 측정하는데 적용하였다.

Son et al(2004)[10]는 셀기반의 시뮬레이션 모형

을 개발하여 보행자의 교통류 특성을 파악하는 방

안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실제 지하철 환승로 주변

보도 한 개축의 현장자료에서 나타나는 보행흐름,

속도, 밀도를 비교하였다.

Park et al(2012)[11]는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인 SimWalk를 활용하여

환승역 보행행태를 분석하는데 적용하였다.

수학적 보행네트워크 모형은 Lee(2010)[12]에 의

하여 처음 연구되었다. Lee(2010)은 보도 공간을 셀

로 나누고 각 셀을 연결망으로 구성하는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다계층 차량기반

의 균형통행배정기법에 적용되는 변동부등식

(Variational Inequality)으로 수식화(Dafermos 1980,

1982)[13][14]하고, 대각화 알고리즘(Fisk & Nguyen

(1982)[15], Florian and Spiess (1982)[16]을 활용하여

다계층 보행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는 셀과 동일한 개념의

형태를 취했으며, 일부의 보행공간에 한정된 것으

로 파악되었다.

위의 연구를 종합할 때, 기존의 보행통행배정관

련 연구는 셀 또는 미시적인 보행자를 대상으로 구

축되어 보행흐름을 한정된 공간 또는 시설에 대한

밀도, 속도의 변화를 추정하는 방안으로 적용된 것

이다. 따라서 철도역사와 인접주변지역 등을 포함

하는 대규모 보행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보행시설

의 변화에 따른 보행의 이동에 대한 어려움 및 보

행의 시각적 용이성과 같은 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

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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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 1a ma

a

<그림 4> 축노드와 링크

<Fig. 4> Axial nodes and links

본 연구는 보행지역에서 발생하는 철도역과 버

스정류장을 포함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지역에 대

하여 다양한 보행시설을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보

행자의 보행의 용이성과 시각적 통합성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모형을 제안하였다. 보행의 용이성은

보행자가 경로를 선택하여 통행하는 통행배정모형

으로 구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적용된 가정은 출

발지와 도착지를 연결하는 보행자는 최소통행시간

경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여기서 최소통행

시간경로는 보행자가 균등확률로 인식하는 경로를

가정하기 위하여 유사경로개념을 도입하였다. 통행

배정모형과 결합되는 공간구문론에서는 보행네트

워크의 통합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통합된 모형에서는 보행수요가 경험하는 이

동시간, 속도, 거리, 불편도와 같은 정량적 지표와

함께 공간구문론에서 도출된 개별 링크들의 시각적

통합성을 보행자가 경험하도록 판단하였다.

Ⅲ. 모형의 구축

는 링크 {, , ...}로 구성된 링크집합, 는 링

크와 링크가 만나서 방향이 발생하는 회전 { ,

 ...}으로 구성된 회전집합, 은 노드 { , ,,...}으

로 구성된 노드집합, 는 축노드 { , , ...}로 구

성된 축노드(Axial Node)집합,  는 두 개의 축노드

가 만나서 만들어진 { , ,..}와 같은 축링크(Axial

Link)집합으로 정의된다. 통합네트워크

 는  으로 구성된 보행네트

워크와  로 구성된 축선네트워크(Axial

Network)가 통합되어 나타난 네트워크이다.

 에서 보행네트워크와 축선도 네

트워크를 연계하는 기본 방법은 <그림 4>와 같다.

축선네트워크에서 가시거리(Sight Distance)를 나타

내는 축노드 는 다수의 물리적 거리(Metric

Distance)를 내재하는 링크··· 로 순

차적으로 구성되어, 는 복수의 링크가 포함되도록

 ··· 와같이 연계된다.

<그림 5>는 두 개의 축노드 와 가 방향전환

으로 만나서 축링크  , 가 형성된 것을 사례로

나타낸다. 축노드는  ··· 와 축노

드   와 같다. 축링크에서 링크 방향전

환은  ,  ,  , 로 나타난다.

0a 1a ma
a

0b

b

1b

2b

b

a

<그림 5> 축노드와 링크 방향회전

<Fig. 5> Axial node and link direction rotation

<그림 6>은 가시거리 내에 신호횡단보도가 존재

하는 경우를 나타낸 사례이다. 보행을 어렵게 만드

는 보행시설이 설치된 경우 축노드를 분리해서 표

현한다. 신호횡단보도를 나타내는 링크 를 포함

하는 를 별도의 축노드로 산정한다. 따라서 세개

의 축노드   ,   ,  로 분리

되도록 표현된다.

0a 1a 0c

a c

1c0b

b

<그림 6> 신호횡단보도로 분리된 축노드와 링크

<Fig. 6> Axial node and link separated by

signalized crosswalk

축노드 의 통합도(Integration)를 라고 하면, 

에 포함되는 링크 ··· 가 경험하는

통합도 는 동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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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표현된다.

보행자가 최소 이동체감도의 경로를 선택하는

모형은 다음의 선형식 및 제약조건으로 구성된다.

<식4>는 네트워크  에서 링크 및

대기체감도 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선택하도록 구

성되었다. 여기서 와 는 조사를 통하여 추정된

이동 및 대기체감도의 파라메타를 반영한 선형목적

식(Linear Programming)[17]이다.

min    







   










   (4)

여기서

  



 ∀


 ≥  ∀

  









 ·

 ∀

  









 ·

 ∀

 : 링크보행량 벡터  

 : 링크-링크 회전보행량 벡터  

 : 링크(보행시설) a의 이동체감도(초-체감도)

 : 링크(보행시설) a의 보행량(명)

 : 링크a에서 b로 이동에서 대기체감도

(초-체감도)

 : 링크a에서 b로 이동하는 보행량(명)

 : 출발지r과 도착지s간 보행량(명)


 : 출발지r과 도착지s를 연결하는 (유사)경로

k의 보행량(명)


 : 더미변수 1: if(r-s간 경로k가 링크a를 통과

하면), 0: otherwise


 : 더미변수 1: if(r-s간 경로k가 회전ab를 통

과하면), 0: otherwise

목적함수에서 와 는 조사된 파라메타이므로

<식5>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여 는 회전에서 나

타나는 함수로 적용되어 왔다.[17]

min   


 · 





 · (5)

<식4>와 <식5>는 <그림7>과 같이 표현하여 설명

된다. r-s를 연결하는 k번째 경로를 보행자가 이용

한다고 가정하면, 
는 (유사)경로k를 이동하는 보

행통행량이 된다.

<그림7>에 축노드 <그림8>과 같이 
는 경로k

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링크와 링크가 속해있는

축노드 와 와 동일한 통합도를 경험하게 되며,

링크와 방향의 이동체감도를 경험하게 된다.

r

s

경로1

…

경로2

경로k-1

경로k

rs
kf

rs
kf 1-

rsf2
rsf1

at abd

a

b

<그림 7> r-s간 k경로의 수요(
 )와 이동체감도

<Fig. 7> Movement sensory level and pedestrian

volumes(
 ) of route k between points

r and s

r

s

a

b
ta dab

…

경로k

rs
kf

b

a

<그림 8> r-s간 k경로의 수요(
 )와 축선도 관계

<Fig. 8> Axial map and pedestrian volumes

(
 ) of route k between points r and s

식에서 r-s간 경로k를 이동하는 1인 보행인을 기

준으로 경험되는 평균통합도(
 )는 다음과 같다.


 









 ·


∀ (6)

네트워크  에서 모든 보행수요가

경험하는 평균통합도( )는 다음과 같으며, 가

클수록 보행수요에 적절하게 보행네트워크가 구축

또는 디자인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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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통합모형의 해법도출과정

<Fig. 9> Process of deriving the solution in

the integration model

 





















 ·



(7)

또한 식에서 r-s간 경로k를 이동하는 보행자 1인

이 경험한 평균이동체감도(
)는 다음과 같다.


 









 ·
 






 ·


∀ (8)

네트워크  에서 모든 보행수요가

경험하는 평균이동체감도()는 다음과 같으며,

가 적을수록 보행인프라가 양호하게 구비 또는

배치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



(9)

Space Syntax와 보행통행배정을 통합하여 평균통

합도( )와 평균이동체감도()를 산출하는 과정은

<그림9>과 같다. 우선 Space Syntax를 적용하여 축

노드의 통합도를 산출한다. 축노드에 속하는 링크

는 축노드의 통합도와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 보행

통행배정모형에서는 최소이동체감도를 기반으로 K

개의 유사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K경로탐색알고리

즘을 적용한다. 탐색된 K개의 경로에 1/K의 균일확

률(uniform probability)을 가정하여 보행수요를 배정

한다. 각각의 경로에 배정된 보행수요와 이동경로

의 특성을 바탕으로 평균통합도( )와 평균이동체

감도()를 최종적으로 산출한다.

유사경로는 최소의 이동체감도를 갖는 경로와의

체감도 차이가 10% 내에 포함되는 경로를 의미하

며, 유사경로는 보행자가 최적의 경로라고 선택할

수 있는 확률적 인지행태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유사경로에 대해서는 균일한 확률로 계산하였다.

최적의 이동체감도를 나타내는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경로의 이동체감도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

하다. 경로의 이동체감도는 경로를 구성하는 링크

의 이동체감도와 링크를 횡단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이동체감도의 합산이다. 링크를 보행하는 불편도는

아래의 식과 같다. 보행시설별 보행속도와 대기시

간은 <표1>과 같으며 설문조사를 통해서 산정된 보

행시설별 평균불편도는 <표2>와 같다.

     · · (10)

 : 링크a의 이동체감도

 : 링크a의 이동시간

 : 링크a의 대기시간

 : 링크a의 불편도계수

 : 링크a의 대기시간 불편도 조정계수(0.5)

Div. Walking
Stairs

E/V E/S
Up Down

speed

(m/sec)
1 0.4 0.6 1.75 0.5

waiting

time

(sec)

Signalized
Crosswalk

Unsignalized
Crosswalk - - 80 -

75 10

<표 1> 보행인프라 시설별 이동속도 및 대기시간

<Table 1> Walking speed and waiting time of

pedestrian facilities

(source: The seoul institute, 2013)[18]

Div

.

Under

ground

Ground Stairs

E/V E/SSidew

alk

Cross

walk

Over

pass
Up Down

ID 3.55 4.92 3.78 5.60 4.68 4.47 4.04 4.37

<표 2> 시설별 불편도 계수(평균값)

<Table 2> Inconvenience degree (ID) of

pedestrian facilities(average value)

(source: Krihs,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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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합모형의 유효성 검증

1. 분석대상지 선정

본 연구는 제안한 Space Syntax와 보행수요배정

통합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를 위해 보행환경개선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사례지역으로 부평역을 선정하였다. 부평역은

보행을 유발하는 역사와 대중교통체계, 광장, 문화

거리, 상권 등이 조성되어있어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보행안전보장과 침체된 구도심의 활

력 복구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

되는 지역이다.

지역현황을 살펴보면 부평역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에 위치하며, 경원대로와 부평대로와 접하

고 있다. 경인선(1899년 개통) 상의 수도권 전철 1

호선(1974년 개통)과 인천 도시철도 1호선(1999년

개통)의 환승역사다. 역 주변은 인천시의 중심 상권

지역이며 환승객뿐 아니라 서울방면으로 이동하는

승객이 있다. 역사는 부평지하상가와 연결되어 있

으며 역 주변에는 병원, 버스정류장, 쇼핑몰(마트,

역사관), 초·중등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등이 있다.

<그림 10>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현황 - 지형도

<Fig. 10> Bupyeong station at Incheon - geography

2. 보행환경 효과평가

부평역 주변지역의 보행인프라로 구축된 현황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보행의 접근성과 이동성에 대한

판단을 공간구문론과 보행수요배정의 통합모형으

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현황 보행네트워크와 가상

의 보행수요를 구축하고, 시나리오 평가를 수행한

다. 시나리오 2는 부평역주변 신호횡단보도의 대기

시간을 50% 줄이도록 설계한 것을 의미한다. 시나

리오 3는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행우

선 신호횡단보도를 8개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시나리오 4는 현재 부평역 지하상가 상단지상부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거리가 상

당히 길어지고 있어 버스정류장을 인접지역에 신설

하는 대안을 의미한다.

Scenario Explanation Note

1 present status

Evaluation of
integration and

movement-
convenience

2
Improvement of pedestrian

priority signal Improvement of
integration and

movement-
convenience

3
Additional installation of pedestrian

priority signal crosswalk

4 Additional installation of bus stations

<표 3> 사니리오 구성표

<Table 3> Scenario scheme

부평역주변을 보행통행배정에 적용되는 보행네

트워크로 구성하고 공간구문론에 적용되는 축선도

가 구축되면 <그림1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1> 역주변보행네트워크축선도구축및코드화

<Fig. 11> Construction and encoding of Pedestrian

Network around Bupyeong station

보행네트워크의 노드는 462개, 무방향 링크는

603개, 공간구문론을 위한 가시거리를 나타내는 축

노드의 개수는 260개, 축과 축이 교차되는 축링크

는 1,065개로 구성되었다.

부평역주변 네트워크의 내부 보행수요는 34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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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transportation linkage Transfer volume Note

Bupyeong station - bus 28,899 56 bus
stationsBus-bus 34,438

<표 4> 교통카드기반 대중교통 환승수요(이비카드자료)

<Table 4> Transit smart card based public
transportation transfer volumes(eB
card data)

(a) Integration

(b) Pedestrian volumes

<그림 12> 부평역 주변 통합도 및 보행량

<Fig. 12> Current Integration and pedestrian

volume around Bupyeong station

scenario explanation of indices

1.
Present
status

average accessibility 19.48

average cost(min-inconvenience) 18.7

average of walking distance(m) 658.7

average of walking time(mins) 12

2.
Improvement
of pedestrian
priority signal

average accessibility 19.41

average cost(min-inconvenience) 14.8

average of walking distance(m) 630.7

average of walking time(mins) 11

3.
Additional

installation of
pedestrian

priority signal
crosswalk

average accessibility 19.40

average cost(min-inconvenience) 13.8

average of walking distance(m) 583.9

average of walking time(mins) 10

4.
Additional

installation of
bus station

average accessibility 19.40

average cost(min-inconvenience) 13.7

average of walking distance(m) 570.2

average of walking time(mins) 10

<표 5> 시나리오 모형 도출지표 및 분석결과 요약

<Table 5> Summary of each scenario with

derived indices and analysis result

(인/일)이며, 이는 기존의 보행수요조사자료(2011년,

석종수 외)[19]를 가능한 반영하였다. 부평시장로,

부평역지하상가, 부평문화거리의 수요 집중현상을

설명하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3개 구간에 대하

여 배경수요를 각각 20,000(인/일) 정도로 감안하였

다. 특히 대중교통의 환승에 적용되는 수요는 56개

버스정류장과 부평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환승수

요를 2013년 교통카드자료를 기반으로 적용하였다.

보행네트워크의 접근성이 5정도를 초과하면 보

행성이 양호한 상태를 설명한다(공간구문론 기준에

근거한 평균네트워크 접근성으로 볼 때). 따라서 시

나리오 4개 모두가 보행접근성 측면에서 양호한 결

과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시나리오 4]로 진행될수

록 접근성 상승정도가 하락하는 것은 가시거리의

정성성 측면보다는 통행저항도를 줄이는 보행이 발

생한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

은 평균이동거리, 평균네트워크비용, 평균보행시간

에서 동일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

나리오 2에서 평균보행거리의 MOE가 감소한 이유

는 현황에서 신호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것이 보행거

리가 적으나 불편도를 피해서 장거리 통행을 선택

하는 상황에서 보행우선신호횡단에 의해서 대기체

감도가 감소하므로 그 방향으로 경로를 선택하는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이를 <표 5>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나

리오 1에서 시나리오 4로 가면서 평균통합도는

19.48에서 19.40으로 약간 감소하는 상황을 나타낸

다. 이는 보행자는 보행시설이 개선되어 이동성이

좋아지는 - 불편도가 줄어드는 - 경로를 선택하려는

행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보행

로가 아니라도 보행하려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에서 시나

리오 1에서 4로 가면서 658.7m 에서 570.2m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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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enario 1 

(b) Scenario 2

(c) Scenario 3

(d) Scenario 4
<그림 13> 시나리오별 보행네트워크 분석결과

<Fig. 13> Analysis result of each scenario

에서 10분으로 줄어드는 값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부평역 보행네트워크의 통합도의 추정결과 부평

역 주변지역의 통합도가 높게 나타났다(평균보행거

리의 경우 최소 28m에서 88m까지 단축). 이러한 결

과로 볼 때 부평역을 중심으로 보행수요가 발생·유

입되는 현재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만 보행전용구역으로 지정된 북부지역은 통합도가

낮게 도출되어 상대적으로 보행유입을 위한 공간개

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

으로서 보행유입을 위한 보행네트워크의 연결성 및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행인프라와 토지이용 증

진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부평전철역과 주변의 버스정류장은 매우 많은

환승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행수요가

부평전철역과 버스정류장으로의 접근이 어려우며

대중교통이용을 통한 이동편의성은 어려운 상황이

다. 따라서 버스정류장을 통합하여 역사주변에 위

치시키는 경우 보행의 편리성이 매우 향상될 것으

로 판단된다. 현재 상황에서 정류장의 설치를 위한

공간은 확보되었으나 부평지하상가의 상권을 걱정

하는 상인들의 반대의견에 의해 버스정류장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평전철역 주변은 차량통행이 매우 많은 지역

이다. 그럼에도 횡단보도의 위치가 이격되어 보행

자는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위해서 지하보도를 이용

하는 상황이며, 우회거리가 발생하게 된다. 보행의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해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

고 보행친화적 신호체계를 구축하여 보행의 이동을

원활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Space Syntax를 내재하는 보행네트워

크 통행배정모형을 제안하였다. Space Syntax는 보

행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보행가시거리에 근거하

여 보행접근성을 판단한다. 여기서 도출되는 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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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통합도는 링크가 얼마나 보행적으로 접근하기

편리한가에 대한 상대적 수치이다. 즉, Space Syntax

의 결과는 동일한 가시거리(sight distance)를 가지나

실제 이동거리(metric distance)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경험하는 보행성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설

명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보행네트워크 통행배정

모형은 보행시설별로 통행시간, 통행거리와 같은

이동성 지표를 통하여 보행의 이동을 추정한다. 이

모형은 보행자가 느끼는 체감도를 이동성 지표에

반영하여 보다 객관적인 보행수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두 모형의 결합은 보행네트워크에서 보행자가 느

끼는 접근성과 이동성에 대한 통합판단이 가능하다

는 장점을 제공한다. 보행자의 이동동선이 보행네트

워크와 일치되는 정도에 대한 판단과 함께, 편리하

게 통행하는 정도를 수치로서 제공이 가능하다.

제안된 통합모형은 다양한 보행성 평가에 활용

이 가능하다. 첫째, 보행개선지역의 사전평가를 통

해 보행시설의 투자수준을 측정할 수 있고, 둘째,

보행환경의 개선정도에 대한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

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셋째, 정부의 총괄적

보행개선사업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넷째, 정부추진의 도시재생사업의 보행인프라의 투

입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모형은 향후 상시평가시스템으로

활용, 민관간 협의지원시스템으로 활용, 보행환경개

선사업 모니터링 및 정책실효성 제고에 기여, 다양

한 운영조직 추진체계의 일관성 있는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향후 정부정책

이나 지속가능한 실무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Space Syntax와 보행통행배정모형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의의를 두었으나, 향후 모형의

활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모형의 장점과 차별성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보행 기종점 수요

를 사전에 파악하여 보행시설의 개선효과를 판단하

는 모형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사업대상지의 특성

을 고려한 적용성 및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향후 본 연구의 검증, 타당성, 평

가 등과 관련되어 연구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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