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0, No. 1, January 2015

www.ksci.re.kr

http://dx.doi.org/10.9708/jksci.2015.20.1.127

Space Syntax 기반 여성의 안전한 여가활동 경로 추천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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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pace Syntax 이론을 적용한 여성의 안전한 여가활동 경로를 추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

고 구축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일반적인 네비게이션이 우선순위로 가지는 최단시간, 최단거리 탐색과는 다르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경로를 탐색하게 된다. 접근성, 지역 간 상호관계 등을 바탕으로 추천경로를 생성하고 여성의 

여가활동에 있어 다양한 위험요소를 염두에 두게 된다. 결과적으로  Space Syntax 알고리즘을 통해 여성 사용자들

의 주관적 선택사항이 적용된 자기맞춤형 경로를 선택 가능하게 한다.

▸Keywords :공간구문론, 애플리케이션, 여성안전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implement an application that recommends safe paths for outdoor leisure 

activity of women based on Space Syntax theory. Compared to general navigation systems which focuses 

on the shortest time or the shortest distance, the proposed application makes safe paths the first priority. 

It generates path recommendation with regard to accessibility of travel time and correlation of regions and 

considers various risk factors for searching for the safest path. Concludingly, the employed Space Syntax 

algorithm enables the women users to select their own customized 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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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사람들은 여가활동이 다양해지고 주 5일제 근무로

늘어난여가시간을최대로즐기려노력한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여가 활동은 스포츠 등으로 나타났다

[1]. 하지만 여전히 대중적이지만아직경험해보지못한, 혹

은있는지없는지도모르는흥미로운레저활동들이어디에선

가존재하고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흥미를유발하며접근이

용이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면, 사람들은 새로운것에도

전하고여가활동을즐길수있는현재의상황에서보다더다

양한 레저활동을 체험해볼 수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

은이러한일반적인애플리케이션과는차별화할수있는기능

을탑재시켰다. 본래도시또는건축공간을분석하기위한이

론으로, 도로의 세그먼트별 연결성과 구조형태를 수치화 할

수있는 Space syntax 이론[2]의기본원리를이용하여계산

을 통해 여가활동시 안전한 경로를 여성 사용자들에게 제공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Space Syntax와 여성안전, XML에 관해 고찰하고, 3장에

서는 이를 바탕으로 여가활동 시 여성의 안전한 경로를 추천

해주는애플리케이션설계및제안, 4장에서는 실험및결과,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2.1 여성 안전

우리나라는산업화와도시화로빠른발전이이루어져도시

의기능은확대되고인구는증가하였다. 이는 인간의 삶에대

한질적인향상과삶의가치의증대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다양한사회문제또한점점증가하고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민생 침해 범죄와 여성 범죄가 크게 증가하

면서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또한 자동

차보급의증가와다양한일처리를위한편리한교통수단으로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운전자도 큰 폭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와 비례하려 여성운전자의 의한 교통사고도

점점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즉 여성을 상대로

의범죄나교통사고와같은여성의안전문제가사회적으로크

게대두되고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한연구또한활발히이

루어지고 있다.

2.2 공간구문론 (Space Syntax)

Space Syntax 방법론은 공간 상호간의 구조를 분석하여

각공간의다른공간으로의접근성정도를정량적으로제시하

는이론이다. 전체적 대상 공간에서의상호관련성에대한분

석을 전제로 하며, 인간이 공간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행태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길찾기의 산출 결과를 안전도 및

위험도의 측면으로 새롭게 도출한다. 즉, 전체공간에서의 접

근성을계산함으로써산출된다. 이접근성을공간구조위계상

의 중요도를 의미하는 통합도(Integration)라 정의한다. 국

외에서는이미이에관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국

외에서의 Space Syntax방법론을적용한몇가지사례를살

펴보면 중국의 포산(FOSHAN) 도시의 재개발을 위해 도시

를 시각화하고 지역의 지식과 정보를 해석 하는데 Space

Syntax 방법론을적용하였으며[5] 런던도시의 CORNERS

를실험대상으로하여 Space Syntax방법론을CORNERS

분포도분석에적용하는경로탐색연구가활발히이루어 지고

있다[6]. 또한 위의 사례들이 지역이나 공간분석에 Space

Syntax를 적용하였다면, 네트워크 기술에 Space Syntax를

기반으로 하는솔루션연구도개발중이다. 기존라우팅솔루

션에 의존해 있는 네트워크 기술을 Space Syntax 방법론을

적용하여 파라미터 전달에 활용하는 사례도 살펴 볼 수 있다

[7]. 이처럼 Space Syntax 방법론이 공간이나 경로탐색 연

구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네트워크, 모델링등여러연구

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3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은최근 대중성이구조화된데이터포맷방식이며수

동으로생성되거나전자데이터교환(EDI)를위한소프트웨

어툴에의해생성된다[8]. 즉수많은데이터나문서를표준

화하는 형식이라고 볼 있다. XML은 이미 인터넷 업계에 넓

게알려져있으며소프트웨어개발의속도향상을위한방법이

며 임의 구조의 문서 데이터를 기술하는 마크업 언어 이다.

XML의형식을살펴보면각각의여러속성-가치를포함할수

있는 열기, 닫기 태그의 네스티드 세트의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9][10][11].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와

C#으로구축된서버간의양방향데이터전송을위해앞에서

설명한 XML 형식을 사용한다.

III. 본 론

3.1 여성의 안전한 여가활동 경로 추천 필요성

경로 추천은 자신의 위치에서 특정 목적지를 찾아가는 움

직임이다. 공간의 구조에 따른 움직임의 형태를 공간 구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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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면, 이러한 움직임의 과정은 공간 에 영향을 받게

될것으로예측할수있다. 즉 A라는출발지에서 B라는목적

지를 찾아갈 때는 불필요한 정보의 다른 공간들을 거치게 된

다. 이때 다른공간을거치는횟수가작을수록, 쉽게 공간에

다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각 선의 ‘깊이’에 따른 경로 추천의 난이성 정도에는 차이를

보일것으로생각할수있다[12]. 이러한움직임의규칙은애

플리케이션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도착지의 직접적 안전도(경찰서, 파출소의

위치등)가높을수록, 그 공간에 대한인지정도가높아진다는

점을생각해볼때, 공간을 인지하는방식에있어서도주관적

선택사항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목적지를찾기위한경로설정에큰도움을준다고가정할수

있다.

3.2 서비스 구성도

그림 1. 레저활동애플리케이션서비스구성도
Fig 1. Service Architecture of Leisure Activity Application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서비스 구성도이

다. 그림을살펴보면User와 Device, Server 객체로구성되

어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 하며 데이터를 요청 및 응답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User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

면 User Data, 즉 User의 정보와 위치정보가 Device로 전

송되며, 이는 Server 저장 되는 것 이다. Server는 User

Data를 기반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며 이를 소비자가 요청할

시 XML 형식으로 Device에 전달, Device는 다시 XML형

식을 PARSING 하여 User에게 Data를 전송하여 User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3.3 여가활동 애플리케이션 설계 모델 제안

그림 2는 레저 활동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Leisure

Application System Architecture) 이다. 그림에서 나타

나듯 Leisure Android Application Layer, Leisure API

Layer, Leisure Application Server Layer, Maps API

Layer, DB Layer 총 5개의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Leisure Android Application Layer는 본 논문에서 개발

한 애플리케이션 Layer이다. 이 Layer에서는 User가 입력

한정보 및데이터를전송및 응답하는 Layer이다. 이 정보

및데이터를전송하기 위한 Layer가 Leisure API Layer이

다. Leisure Android Application Layer에서요청한데이

터및정보를 XML형식으로가공하여 Leisure Application

Server Layer로 전송하며, Leisure Application Server

Layer는 전송받은정보및데이터를DB Layer로 보내이를

DB layer는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Layer들

은 서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XML형식으로 전송

된데이터및정보들은 PARSING 작업을하여전송및응답

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aps API Layer를 살펴 보면

User의위치추천을위한Layer로 애플리케이션User위치를

입력받아 Space Syntax 방법론을 적용 User에게 위치정보

를 전송해 주는 Layer이며, Maps API Layer를 활용하여

User에게 Space Syntax 방법론이 적용된 경로를 추천해줄

수 있다.

그림 2. 레저활동애플리케이션구성
Fig 2. Architecture of Leisure Activity Application

3.4 여가활동 애플리케이션 Space Syntax 설계

아래 식 (1)은 Space Syntax 적용을 위한 수식이다.

그림 3. 여가활동애플리케이션Space Syntax
Fig3. SpaceSyntaxof LeisureActivity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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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3은 Space Syntax 적용하였을 때 거리 결과이

다. 그림 3을살펴보면 은일반경로의전체거리를나타내

며 은 Space Syntax를 적용한 전체거리를 나타낸다. 두

경로의 전체거리에서 나타나듯 Space Syntax를 적용한 전

체거리는 50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 발생건수 비율

새벽(04:00~07:00) 2,120 12.7

아침(07:00~09:00) 1,228 7.4

오전(09:00~12:00) 1,249 7.5

오후 (12:00~18:00) 3,074 18.5

저녁 (18:00~20:00) 1,346 8.1

밤 (20:00~04:00) 7,631 45.8

표1. 시간대별여성범죄비율
Table1. Hourly Female Crime Rate (단위: 건)

그 이유는 수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에의 수식의

상수를 먼저 살펴보면 는 실제 거리이며 과 는 서비

스지역이다. 즉휴게소나경찰서와같은지역을포함하는안

적지역을 의미한다.

시간 발생건수 비율

새벽(02:00~06:00) 15,630 8.1

아침(06:00~10:00) 30,985 16.1

오전(10:00~12:00) 17,692 9.2

오후 (12:00~18:00) 63,995 33.3

저녁 (18:00~20:00) 26,400 13.7

밤 (20:00~02:00) 36,968 19.2

표 2. 시간대별교통사고비율
Table 2. Hourly Traffic Accident Rate (단위: 건)

과 는범죄율과시간대별교통사고율을의미한다. 표

1과 표 2는 2013 시간대별 강력 범죄비율과시간대별교통

사고 비율이다. 표 1을 살펴보면 밤 시간대(20:00~04:00)

에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 오후 시간대

(12:00~06:00) 순으로 나타났으며 표 2의 시간대별 교통

사고 비율은 오후 시간대(12:00~18:00) 비율이 가장 높고

밤시간대(20:00~02:00) 순으로나타났다. 이에본논문에

서는 표1에 나타나있는 범죄 비율과 교통사고 비율을 수식의

상수 과 에 적용하여 범죄율 측정에 적용하였다

[13][14].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나 발생건수에

따라수치는변화할수있다. 은 과, 과 의범

죄율과교통사고율을일정한 비율로유지하는상수이며 는

안전한 시간대, 즉 출근길이나 퇴근길와 같은 혼잡한 시간대

를 60분(1시간)으로 나눈 결과 나타낸다. 이러한 상수들을

속성을 근거로 수식의 계산법을 보면 , 즉 전체 거리에서

서비스지역의안전율결과를빼주어먼저안전율에대한거리

의결과를찾아낸다음안전율에대한거리결과에범죄율결

과와교통사고율을더한다. 즉먼저전체거리에서안전율및

범죄율과교통사고율을적용한결과를먼저도출해내는것이

다. 그다음 안전한시간대를플러스하거나마이너스하는해

주는 것으로 그 기준은 안전율이 높으면 마이너스를 해주어

전체거리가줄어드는것이고안전율이낮으면플러스를하여

전체거리가늘어나는수식이다. 사용자가전체거리를수행하

는 동안 범죄율과 교통사고율 높은 위치이면 그 위치를 피해

가기위해전체거리가늘어나는것이고안전율이낮은지역이

면 전체거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Space Syntax를 적용한 최

종 추천경로 가 도출 되는 것 이다.

IV. 실험 및 솔루션 구축

4.1 실험환경 및 구축

실험환경은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OS를, 서버는

Windows7 운영체제를 활용하였으며, Intel Core I7 및 램

4G PC를 사용하였다. ASP.NET 및 C#으로 구성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는 MS-SQL을,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정보

전송은 XML언어를 사용하였으며 XML은 서버에서 전송 및

응답을위한 PARSING작업을거쳐데이터를요청하고응답

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웹서비스는 윈도우즈 IIS6을 이용

하였다

그림 4. 데이터베이스다이어그램
Fig 4. Databa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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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는 여가활동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다이어그

램이다. 총 6개의테이블구조로이루어져있으며각테이블

별관계들은 KEY 값으로구성되어있다. 테이블을 살펴보면

커뮤니티 정보를 관리하는 TB_Article 테이블, 레저소개 정

보를 관리하는 TB_Leisure 테이블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TB_Account 테이블은 회원정보 관리를 위한 테이블 이며

지역을 관리하는 TB_Subarea 테이블과 TB_Area 테이블,

마지막으로댓글관리를위한TB_Comments 테이블로구성

되어 있다. 해당 클라이언트에서 정보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게되면서버는앞에서설명한테이블을기반으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림 5. 데이터전송을위한XML 문서
Fig 5. XML Document for Data Transmission

그림 5는 클라이언트(안드로이드)에서 요청한 정보 전송

및 응답을 위한 XML데이터 집합이다. 위 그림 5은 레저 소

개페이지를위한XML데이터로앞에XML에서언급한것과

같이 열기, 닫기, 즉 네스티드 세트의 트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를 살펴보면 leisurelist 트리구조 안에 해당 레저

객체구분을위한 leisure_idx네스티드, 레저이름객체를위

한 name네스티드, 레저 이미지 객체 구분을 위한 Img_url

네스티드, 레저 작성자 객체를 위한 Reg_name네스티드, 레

저내용객체를위한Contents네스티드, 레저조회수객체를

위한 Regcount네스티드 구조로 총 6개의 구조도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XML데이터는 서버에서

PASING된 데이터로 클라이언트(안드로이드)로 정보 전달

시클라이언트(안드로이드)는 다시 PASING 과정을거쳐사

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2 솔루션 주요기능

본장에서는개발이완료된여가활동애플리케이션의주요

기능및 Space Syntax를 적용한경로추천에대해설명한다.

디버깅장치는갤럭시노트3 (Android 4.2.2)를 사용하였다.

그림6. 레저활동애플리케이션메인엑티비티
Fig6.MainActivity of LeisureApplication

그림 7. 레저소개메인엑티비티
Fig7. Leisure IntroductionofMainActivity

그림 8. 레저설명엑티비티화면
Fig 8. Leisure Explanatio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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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역별레저선택엑티비티
Fig 9. Local Leisure Selection Activity

그림 6은 여가활동 애플리케이션 메인 엑티비티 화면이며

그림 7은 레저소개 엑티비티 화면이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다. 레저소개 화면은 레저이미지와 레저설명, 조회수로 구성

되며 조회수가 높은 레저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로 되어 있으

며더보기 버튼클릭시더많은레저소개 리스트를확인가

능하다.

그림 9는 지역별레저선택을위한엑티비티화면이다. 제

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구성으로 하였으며 사

용자는 지역을 선택해 각 지역별로 해당하는 레저를 확인 할

수있으며, 시도별선택시해당하는시도의구역별시를확

인할수있는것을그림 10에서 확인할 수있다. 그림 8은

레저소개엑티비티화면에서레저선택시실행되는레저소개

엑티비티 이다. 선택레저에 해당하는 레저의 소개 및 이미지

를확인할수있다. 뒤로가기버튼클릭시레저소개엑티비

티 화면으로 이동 가능하며 조회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0. 지역별레저선택엑티비티
Fig 10. Local Leisure List Activity

그림 10에서 구역별 시를 선택하면 구역별 시에 해당하는

레저의종류및내용 정보를확인할수있다. 각행정구역은

Google Places Api를적용하여사용자가선택하는행정구역

에해당하는정부관공서의위치정보를가지고있으며이러한

관공서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선택한 지역에 대

해 안전한 경로로 추천하게 된다. 또한 시도별로 Space

Syntax 수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해당하는 지역의 관공서

위치는 수식의 서비스 지역에 해당하게 된다.

그림 11. Space-Syntax 선택엑티비티
Fig 11. Space-SyntaxSelectionActivity

그림 11은 여가활동 애플리케이션의 주요한 기능인

Space Syntax 적용 경로추천 엑티비티 화면이다. 애플리케

이션 사용자는 2가지의 레저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일반경로,

Space Syntax 적용 경로를 선택하여 소비자의선택에 따른

경로 추천을 이용 할 수 있다. Space Syantax 적용 여가활

그림 12. 레저활동일반경로추천 1
Fig 12. Normal PathRecommendation for LeisureActiv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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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경로 추천은 앞에서 언급한 Google Places Api를 통해

추출된 지역별 관공서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pace

Syntax 수식의 서비스 지역  과 에 대입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범위를 설정한다.

본실험은차이점을두기위해첫번째는서울시시내의경로

이며출발지는서울시청이고목적지를한강제트스키레제로,

두번째는서울시시외의경로이며일반경로와같이숭실대학

교를 출발지로, 장암산 행글라이더 레저를 목적지로 하였다.

그림 13. 레저활동Space-Syntax 경로추천 1
Fig13. Space-SyntaxPathRecommendationfor LeisureActivity1

그림 12와 그림 13은 사용자의 일반경로 추천과 Space

Syntax를적용한경로추천결과이다. 그림 12는 일반적인

사용자추천과차이점이없으며최단경로로목적지인장암산

행글라이더위치까지경로를추천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에 반해 그림 13은 여성의 안전한 여가활동을위해 Space

Syntax를 적용한 경로 추천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전한 구역의 범위는 Google

Places의 주변 검색 요청 Api 통해 추출된 정부 관공서를

Safe Area로 설정하여 경로를 추천하게 된다. 또한 앞 표 1

에서연구된시간대별여성범죄율시간과교통사고율을활용

하여 범죄 발생률과 교통사고율이 높은 시간에 따라 앞에서

안전한 구역으로 설정되어있는 Safe Area로 경로를 추천한

다. 즉 그림에 나타나 있듯 개포 파출소를 안전한 구역으로

Space Syntax이론에 기반 하여 설정을 하고 사용자에게 레

저 경로를 추천해 주는 것이다. 그림 14에 자세히 나타나 있

듯 개포 파출소 주변을 Safe Area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 15와 그림 16은한강제트스키레저경로추천결과

이다. 앞에서 언급한 경로추천과 동일하게 그림 15. 는 일반

경로 추천이다. 한강제트스키레저활동을위한한강공원을

최종 목적지로 선택하고 사용자에게 경로를 추천해 주고 있

다. 림 16은 Space Syntax 적용경로추천결과이다. 그림

17에 나타나있듯 서울중부소방서를 Safe Area로 설정을 하

고 사용자에게 안전한 경로를 추천해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위 2가지의 경로추천 결과에서 일반경로 추천과

Space Syntax적용경로추천시약간의경로의차이를확인

할수있다. 이 경로 차이는 앞에서설명한 Space syntax의

수식에의해안전성을고려한경로차이인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2가지 레저 종류만을 실험한 결과로 Space

syntax을적용한경로추천의우수성을보이기위해서는많은

레저 종류의 경로추천 실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림 15. 레저활동일반경로추천 2
Fig15. Normal PathRecommendation for LeisureActivity 2

그림 14. 안전경로추천의Safe Area
Fig 14. Safe Area of Safe Path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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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레저활동Space-Syntax 적용경로추천 2
Fig16. Space-SyntaxPathRecommendationfor LeisureActivity2

그림 17. 안전경로추천의Safe Area
Fig 17. Safe Area of Safe Path Recommendatio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Space Syntax 이론을 기반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분석결과

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존

의 애플리케이션 보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구조를제안하였다. 또한애플리케이션구축으로사용

자는애플리케이션을활용하여다양한레저의정보를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레저경로추천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경로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경로 추천을

2가지레저에만적용하였다. 이에다양한레저종류에따른경

로추천연구가필요할것이며차량경로뿐만아니라자전거

나 조깅 등 여러 대상에 적용하는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레저 활동을 위한 레저 정

보제공 및 경로추천또한 지속적인연구가필요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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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CMU RI 삼성전자파견연구원.

2009 ~현재: 숭실대학교

미디어학과교수.

관심분야: 소프트웨어로봇,

유비쿼터스로봇,

유전자로봇, 미디어 로봇,

감성로봇, 진화연산,

추론시스템, 소프트컴퓨팅.

Email : kanghee.lee@s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