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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군중하중을 받는 현행 바닥진동 설계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운동의 시간차와 운동성분에 내재된 위상의 불확

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의 운동에 관한 연구는 통계적 자료를 토대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군중 행동패턴에 관한 연구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군중의 행동패턴을 개인 간의 위상을 반영한 하중모형을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개인의 시간지연 값들을 난수로 발생시킨 후, 기준시간에 대한 시간 지연효과를 합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위상의 합

산으로 이루어진 계수는, 완전히 동기화된 군중의 경우에 대한 동기화 정도의 비를 나타낼 수 있다. 정의된 계수를 바탕으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군중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계수 값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설계방식이 다룰 수 없었던 군

중의 운동시 바닥구조의 응답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ABSTRAC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urrent evaluation procedures for floor vibration under crowd loading, two

kinds of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individual time lag differences and the complex behavior of crow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complex behavior of crowds has yet to be fully described, even though individual differences can be

dealt with statistically. This paper proposes time lag considered (TLC) crowd model based on a probabilistic approach.

The load reduction factor, which reflects the effect of a general degree of synchronization among crowd, is proposed.

Extensive Monte Carlo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various crowd behaviors by using the TLC crowd model

proposed. The TLC crowd model can rationally treat the energy loss of various crowd patterns. This indicates that it may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in refining dynamic load factor of crowd loading.

핵 심 용 어 : 바닥진동, 군중하중 모형, 자기스펙트럼밀도함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KEYWORDS : floor vibration, crowd load model, spectral density function, Monte Carlo simulations



1. 서 론

최근 들어 건물의 고층화, 장경간화, 층높이 비내력벽 등의

감소에 따른 건물 감쇠비의 약화 등에 의해 건물 내의 군중

의 활동(가령 에어로빅)에 의해 해당 바닥 자체 또는 건물내

진동예민 공간의 거주자에게 불쾌감 내지는 불안감을 야기하

는 문제가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다. 군중의 운동은 크게 두

가지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개인 운동의 불확실

성으로서, 개인마다 통계적으로 무게, 동적 하중의 크기 및

하중에 내재한 위상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두 번

째는 군중 행동패턴의 불확실성으로서, 군중에 속해있는 각

1)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sungyong.kim7@gmail.com)

2)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Tel: 02-880-8735, Fax: 02-871-5518 , E-mail: ceholee@snu.ac.kr)

개인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개인 운동에 의한 하중은 실험 및 측정을 통해 얻어진 통계

적 수치를 토대로 실제 하중을 모사할 수 있지만, 군중행동의

특성은 해석 및 실험 등을 통해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군중을

이루는 사람이 모두 동기화되어 운동하는 경우의 확률은 극

히 미약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중 동적 하중에 의한 설

계는 실제에 비해 과다설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3)

본 연구는 기존의 설계에서 반영하지 않던 군중의 운동을

개인 간의 위상개념을 도입한 후 기술한다. 군중이 실제로 바

닥에 가하는 하중은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 간 시간차로 인해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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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에 비해 저감된다. 제안하는 모

형을 바탕으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군중의 운동방식을 분석

하며, 다양한 운동 유형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계수 값들을 제

안한다.

군중의 행동패턴을 효과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몬테카를로방법(Monte Carlo Method)을 통해 개개

인의 시간지연 값들을 확률적인 난수로 발생시킨 후, 시간지

연에 의한 효과를 합산하였다. 제안하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

해, 개인간 상호무관한 운동을 하는 경우의 모의실험 결과를

보행자가 상호무관한 진입시간을 가질 때를 가정한 군중모형

인 Matsumoto모형(1978)과 비교하였다. 검증된 결과를 바

탕으로, 정성적으로 연구된 많은 군중 형태의 유형들에 관한

모의실험을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방식이 한 사

람의 운동으로 인한 하중만을 구할 수 있었던 한계에서 벗어

나 다양한 운동패턴을 가지는 군중의 운동으로 인한 하중을

산정하는 방법 및 예를 제시한다.

2. 선행 연구

2.1 개인하중 모형

여러 하중유형의 동적하중계수 및 위상각에 관한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 개인의 행동으로 인한 하중은 퓨리에 급수

를 통해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sin    (1)

여기서, 는 운동하는 사람의 체중, 은 고려하는 퓨리에

항의 총 개수, 는 번째 모드의 동적하중계수, 는 번

째 모드의 위상각이며 는 1차모드 성분의 진동수(즉 디딤

주파수, step frequency)이다. 정적하중은 공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운동으로 인한 동적인 하중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sin   (2)

Blanchard 등(1977)은 보행교의 동적응답을 계산하기 위

해 1차모드 성분 동적하중계수로 0.257을 사용할 것을 제안

하였다. Young(2001)은 동적하중계수와 다양한 운동의 진

동수 영역대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실험을 통해 동적하중계

수를 1차모드 성분의 진동수에 관한 식으로 제시하였다. 이

와 더불어 동적하중계수 및 진동수 영역대의 평균및 표준편

차 등 통계치 역시 제시되었다. Matsumoto 등(1978)은

505명의 보행자를 대상으로 보행 진동수 평균 및 표준편차

를 조사하였다. Zivanovic 등(2007) 역시 보행 중 진동수의

통계치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표본의 인종,

성별 및 지역적 편향성 때문에 약간씩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동적하중계수를 결정론적 및 통계적으로 접근한 각 연

구결과들을 표 1에 요약하였다.

표 1.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안한 동적하중계수 및 보행주파수

동적하중계수 및 보행주파수

Blanchard 등

(1977)
  

Young

(2001)

   ≤ 

   
   

   

Matsumoto 등

(1978)

  (평균)

  (표준편차)

Zivanovic 등

(2007)

  (평균)

  (표준편차)

2.2 군중하중 모형

군중의 행동패턴은 크게 ‘도래시간(arrival time)’과 개인

간 위상의 ‘집단적 동기화(collective synchrony)’의 두 가

지 방향으로 연구되었다. Matsumoto 등(1978)은 보행교에

진입하는 개인별 도래시간이 상호무관 가정(곧 개인별 도래

가 푸와송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가정)과 대부분의 하중이 1

차모드 성분에 집중된다는 가정 하에 아래와 같은 모형을 제

안하였다.

    sin  (3)

여기서, 은 보행자의 수, 는 보행자 한 명의 무게, 

는 1차모드 성분의 동적하중계수이며 는 1차모드 성분의

진동수이다.

Mouring과 Ellingwood(1994), Ebrahimpour(1989)은

Matsumoto 등이 제안한 모형이 적합함을 실험을 통해 검증

하였다. 하지만 위의 도래시간을 통한 접근은 보행교와 같이

하나의 경로를 통해 보행자에는 적합하나, 서로 연관된 도래

시간을 가지는 군중의 경우에는 이를 바로 적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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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다.

‘집단적 동기화’는 처음에는 무관해 보이는 군중의 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위상으로 동기화되는 과정을 모

형화한 개념이다. Ermentrout와 Rinzel(1984)이 반딧불의

발광리듬이 동기화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한 것을 토대

로, Kuramoto는 위상이 동기화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은 일

반적 모형으로 제시하였다(Juan 등, 2005).

 
  



sin    (4)

여기서, 는 번째 개인 위상의 변화율, 는 번째 개인

의 위상, 는 번째 개인의 진동수이고 는 번째와 번

째 개인 간의 위상이 동기화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동기화강

도계수이다. 즉 Kuramoto모형은 계수 를 조절하여 군중

을 이루는 번째와 번째 사람의 위상 변화를 모사한다. 계

수 가 클 때 번째와 번째 사람 간 위상이 빠르게 동기

화된다.

군중이 동기화하는 과정은 대개 군중이 일체화된 정도가 시

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동기화되는 패턴

을 의미하는 동기화강도계수 역시 시간에 따라 변화하도록

주어진다. Strogatz 등(2005)은 보행진동으로 문제가 되었

던 런던의 밀레니엄 다리의 계측결과를 활용하여 식(4)에 의

한 동기화 과정의 모형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모두 구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

을 낭비한다. 따라서 동기화강도계수를 상수로 택하여 시간이

충분히 지나 군중이 동기화된 상태를 다루는 것이 편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군중이 동기화 정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

는 상태 즉, 동기화강도계수가 상수에 도달한 상태를 전제로

확률론적 군중하중 모형을 전개하였다.

3. TLC 모형 제안

3.1 TLC 모형의 가정

무작위한 특성을 지닌 개인의 시간지연을 다루기 위해서는

추계적(stochastic) 접근을 통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많은 경우의 수로 주어지는 군중운동 앙상블 평균

ensemble average)을 구하는 것은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매

우 어렵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앙상블 평균을

충분히 긴 시간동안 주어진 한 표본의 시간평균으로 대체하

는 ‘에르고딕 과정(ergodic process)’ 가정을 전제하였다.

3.2 TLC 모형 유도

시간지연(time lag)과 위상각(phase angle)을 고려한 개

인의 운동으로 인한 하중은 퓨리에급수 전개를 통해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in   (5)

여기서, 는 번째 사람의 시간지연, 는 번째 모드

성분의 위상각이다.

군중이 충분히 동기화되어 정상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번째와 번째 사람사이의 상호상관함수(cross correlation

function)는 아래와 같다.

  lim
→∞







 

 lim
→∞

 











 



 sin
× sin 

(6)

여기서, 는 번째 사람과 번째 사람의 시간 간격이다.

삼각함수의 등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7)

윗 식은 두 cosine항이 주기 T에 대해 적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 경우의 적분은 식(8)과 같이 0이 된다.

lim
→∞





cos
 lim
→∞

 





sinsin 

 (8)

따라서   인 경우만 남기고 식(7)을 적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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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9a)에서 는 번째 사람의 시간지연에 디딤주파수를

곱한 값으로, 물리적으로 위상각을 의미한다. 따라서 

로 정의하고 식(9a)를 다시 쓰면 다음의 식(9b)과 같다.

  






cos (9b)

식(9b)의 상호상관함수를 토대로 군중이 형성하는 총 하중

의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를 유도하면 다

음과 같다.

  lim
→∞








  



 
 






  




 

 lim
→∞

 








  




 





 


  




 









 cos (10)

위너-킨친 정리(Wiener-Khinchin theorem)를 통해 정

상과정(stationary process)에서의 자기상관함수를 퓨리에

변환하면 진동수 대역별 파워를 보여주는 자기스펙트럼밀도

함수(auto spectral density function)를 얻을 수 있다

(McConnell, 1995). 따라서, 식(10)을 퓨리에 변환한 군

중 하중의 자기스펙트럼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

cos   

 
  






  




  

 cos 

  
  




  



  




  

 cos  (11)

여기서, 는 디락 델타 함수이다.

식(11)에서  



  




  

 cos 은 군중을 이루는 개인

간 시간차를 반영한다. 시간지연의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cos   (12)

여기서, 모든 ,에 대하여 cos  ≤ 이므로,

계수 는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또한 자기스펙트럼밀도

함수는 에너지차원의 함수이므로 하중 차원의 계수 를 정

의하기 위해 제곱근을 취했다. 식(12)의 정의를 바탕으로 식

(12)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식(13)이 의미하는 요체는, 시간지연의 차이로부터 정의된

는 번째 모드의 동적하중계수 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하중을 나

타낸 식(5)를 사람의 수만큼 합산하여 군중 하중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sin   (14)

앞에서 유도한 바와 같이 시간지연 대신 동적하중계수

를 저감시키는 계수 를 도입하면

  
  




  



sin   

 
  



sin    (15)

결과적으로 식(15)는 군중이 보행교를 걷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식(3)에 계수 를 도입하여 보다 다양한 군중 운

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개념이다.

4. TLC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군중운동패턴

분석

군중은 일반적으로 군중 속의 개인들이 특정한 의도에 적합

한 방식으로 ‘군집(cluster)’을 형성한다. Milgram과 Toch

(1969)은 이러한 현상을 ‘군중내 하위구조(crowd internal

substructures)’라 정의하고 군중이 몇 개의 하위구조(군집)

를 이루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Blumer(1975)는 군중

내에서 각 군집끼리는 비슷한 운동특성을 보임을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군집 내의 어떤 특정한 성질이 있어 개인 간

위상이 동기화된다는 가정 하에 개인의 위상을 군집의 시간

지연과 군집 속에서 생겨나는 위상의 두 가지 난수의 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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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군중이 상호무관한 운동을 하는 경우의 계수 

구성하였다. 즉, 개인의 총 위상은,

    (18)

여기서, 는 개인의 총 위상, 는 군집의 위상 그리고

는 군집 내의 개인 위상으로 모두 확률변수이다.

군중 내의 군집이 하나의 대푯값으로서 군집의 위상을 가지

고(), 해당 군집 내에서 개개인이 또한 위상을 가지는

() 경우를 다루었다. 이러한 위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군중

운동에 대해 모의실험을 통하여 식(12)에서 정의한 계수 

를 구하였다. 개인의 위상은 확률밀도함수로부터 발생하는 확

률변수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계산되는 계수 의 통계적인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1000명의 사람으

로 이루어진 군중에 대해 각각 1000번의 모의실험을 시행하

였다.

4.1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상호무관한 경우

군중을 구성하는 모든 개인이 상호무관한 시간지연 값을 가

지는 경우로 이는 무관한 도래시간을 가정하여 군중에 의해

보행교에 가해지는 경우를 다룬 Matsumoto모형과 동일한

가정을 한 경우이다. 하나의 개인이 인접한 개인과 어떠한 상

호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이므로 군집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18)에서 군집의 위상 를 무시한 채 개인의 위

상 을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로부터 확률변수

로 발생시킨 후 식(12)를 통해 를 계산하였다.

주목할 것은 1차모드의 시간지연효과를 반영하는 계수 

과 고차모드의 시간지연효과를 반영하는 계수    가

비슷한 값을 가진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상

가  구간에서 균등분포를 확률밀도함수로 하는 확률

변수이면, 위상에 정수배를 한 확률변수 는  

구간에서 균등분포를 확률밀도함수로 하는 확률변수이다. 여

기에서  구간 바깥에 있는 위상의 경우 적절한 를

가감하면  구간에 있는 위상과 동일하다. 확률밀도함

수가 균등분포이므로  구간 안에 있는 경우와

 구간 바깥에 있는 경우 모두 같은 확률밀도함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확률변수  역시  구간에서 군등분

포를 확률밀도함수로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모드

의 시간지연효과를 반영하는 계수 만을 제시한다.

그림 1은 군중이 상호무관한 운동을 하는 경우의 계수를

모의실험을 토대로 구한 결과로, 파란색 선은 모의실험 결과

의 평균값이며 빨간색 선은 모의실험 결과의 변동폭을 고려

해 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보라색 점선

은 Matsumoto모형이 제시한 를 나타낸 것이다.

모의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상호무관한 경우 Matsumoto모

형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군

중의 운동으로 인한 하중을 구하기 위해 사람 수를 단순히

곱할시 실제 하중을 과대평가 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300명의 군중이 상호무관한 운동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완

전히 동기화된 경우의   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저감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군중이 상호무관하다는 가정 하에서

나타난 것으로, 실제적으로 군중의 수가 커짐에 따라 했을 때

이들이 완전히 무관한 행태를 보이며 운동할 확률은 매우 작

을 것이다. 따라서 군중의 동기화 정도에 따라 시간지연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하중이 저감될 것인가를 다음 절에서 다루

었다.

4.2 군중의 동기화 정도를 반영한 경우

다음은 군중이 군집을 이루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동기화하

여 운동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동기화된 군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비록 상호무관한 운동을 하는 군중을 가

정한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인접 사람의 운동과

동기화될 수 있다. 즉, 군중이 상호무관하다는 가정은 군중을

이루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타당하지 않은 가정일 수 있

으며, 위상의 확률밀도함수가 균등분포가 아닌 대푯값을 기준

으로 산포를 가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상호무관한 경우에 비해서는 위상이 하나의 값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완전히 동시에 운동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위

상이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

을 본 연구에서는 ‘약한 동기화’라고 일컫는다.

2) 군중이 하나의 신호에 맞추어 동시에 운동하는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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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군중의 동기화를 반영한 경우의 계수 

도(가령, 공연장), 개성이나 나이 및 성별 등의 다양한 차이

로 인해 위상은 완전히 동일한 값이 아닌 하나의 위상을 중

심으로 작은 산포를 가진 채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을 본 연구에서는 ‘강한 동기화’라고 일컫는다.

군중이 군집을 이루지 않은 채 동기화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커다란 군집을 이루는 경우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으므로,

식(18)에서 군집의 위상 를 무시한 채 개인의 위상 

이 하나의 대푯값에 집중된 분포의 확률밀도함수를 다루어야

한다.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 편리성으로 인해 대개 정규분

포(normal distribution)를 가정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

는 위상의 경우  구간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간을 정의역으로 가지면서 위상이 집중되는 현상을 반영하

기 위해 베타분포(beta distribution)를 사용하였다.

베타분포는 구간에서 정의되며, 다음의 확률밀도함수

를 갖는다(Nathabandu, Renzo, 1997).

  






    

     
(16)

베타분포로부터의 확률변수는 구간에서만 정의되므로,

위상과 같이 실제로는  구간에 정의된 경우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식(15)로부터 확률변수를 추출한 후, 식

(17)을 통해 변환하여 이를 위상으로 사용하였다.

     (17)

그림 2는 파라미터 a=b=1, 2, 5, 10, 50, 100, 200,

500에 대한 위상의 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이 파라미터 a,b가 작을수록  구간에

걸쳐 고르게 위상이 분포된 형태를 가지며(약한 동기화), 파

라미터 a,b가 클수록 하나의 위상을 중심으로 군중의 위상이

집중된 형태를 가진다(강한 동기화).

그림 3은 위에서 열거한 파라미터와 이에 대응되는 베타분

포에서 추출된 위상을 바탕으로, 군중을 이루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켜가면서 계수 을 계산 후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다. 모의실험에 결과에 따르면 1) 군중이 강하게 동기화되

어 운동을 하는 경우 계수 은 1에 근접한 값을 가진다.

즉, 강하게 동기화될수록 시간지연으로 인한 하중저감이 발생

하지 않는다. 2)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약하게 동기화된

경우, 처음에는 군중을 구성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계

수 이 단조감소하는 경향을 띠나, 사람의 수가 어느 시점

을 넘어서게 되면 사람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계수 이 일정

한 상수에 머무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특정한 파라미터를 갖는 베타분포를 토대로 사람의 수를 점

차 늘려가며 군중의 특성을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일반적

으로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군중의 위상은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 위

상의 분포를 결정짓는 파라미터는 사람의 수에 의존할 가능

성이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군중의 동기화된 정도에 대한

통계적 자료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상의 분포를 토대로 군중

의 하중 특성을 파악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러한 논의는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군중이 동기화된 정도가 번째 모드의 동적하중계수를

저감하는 계수 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림 4는 베타분

포 파라미터 a=b=2(약한 동기화, 그림 4(a))와 a=b=50(그

림 4(b)), a=b=100(그림 4(c))와 a=b=200(강한 동기화,

그림 4(d))에 대한 계수 값들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로, 군중이 강하게 동기화된 경우(즉, 베타분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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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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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b=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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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b=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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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b=200

그림 4. 베타분포 파라미터 2, 50, 100, 200에 대한 계수 

파라미터가 큰 경우로 이는 곧 위상의 산포가 작은 경우)는

고차모드의 동적하중계수를 저감하는 계수 가 상대적으로

커서 개인의 시간지연으로 인한 영향이 미비한데 반해, 군중

이 약하게 동기화된 경우(즉, 베타분포의 파라미터가 작은 경

우로 이는 곧 위상의 산포가 큰 경우)는 동적하중계수를 저

감하는 계수 가 강하게 동기화된 경우에 비해 더 작은 값

을 가지게 된다. 즉, 군중의 동기화된 정도가 약할수록 고차

모드에서의 시간지연으로 인한 영향이 작아진다.

두 번째로, 군중이 약하게 동기화되는 경우 고차모드의 계

수 는 앞선 절에서 다룬 상호무관한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이는, 개인의 위상이  구간에서 충분히 큰 산포

를 가지고 분포해있다면, 이 위상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값들

은 더 큰 산포를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호무관한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상호무관한

경우의 계수   은 저감계수 의 하한(lower

bound)을 형성한다. 즉, 고차모드에 의해 바닥이 공진을 일

으키는 현상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때 시간지연에 대한 효

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다설계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한다.

4.3 개인이 군중 내에서 군집을 이루는 경우

군중 속의 개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

군중 전체가 강하게 동기화되어 운동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으로 인한 위상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 즉, 실제 군중의 운동은 군중 내 군집

의 형성으로 인해 앞서 제시한 상호무관한 군중이나 군중 전

체가 동기화된 경우와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식(18)과 같이 주어진 개인

의 총 위상이 군집의 위상 과 개인의 위상 의 합으로

주어지며, 이들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였다. 식(18)에 따

르면 개인의 총 위상 역시 확률변수이고, 두 독립적인 확률변

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확률변수의 확률밀도함수는 중첩적분

(convolution integral)에 의해 식(18)의 확률밀도함수를

갖는다(Nathabandu, Renzo, 1997).

      
∞

∞


    

    (19)

여기서,      는    를 파라미터

로 가지는 개인 총 위상의 확률밀도함수,  
  와

 
   는 각각   와  를 파라미터로 가지는

베타분포의 확률밀도함수로, 군집과 군집 내 개인의 위상의



김성용․이철호

8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4권 1호(통권 116호) 2012년 2월

그림 5. 베타분포 파라미터 aC=bC=2, 50, 100과 aI=bI=2,

50, 100에 대한 개인 총 위상의 확률밀도함수

확률밀도함수이다. 만일 군집과 군집 내 개인 위상 분포의 파

라미터를 가정할 수 있다면, 식(19)의 개인 총 위상의 확률

밀도함수를 토대로 계수 를 구할 수 있다.

군중이 동기화되지 않은 채 상호무관한 운동을 한다고 해도

군중 내 개인은 군집을 이루며 군집 내 개인들은 비슷한 운

동특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군집의

위상 는 확률변수로써 균등분포를 따르고, 개인의 위상

는 군집 내에서 동기화되는 정도를 반영하여 베타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군집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앞

에서 다룬 군중이 상호무관한 경우와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데 반해 군집의 개수가 적어질수록 동기화되는 경우와 유사

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이러한 결과는

‘군집을 이룬다’라는 군중 운동의 행태를 가정할 경우 상호무

관한 운동을 하는 군중을 가정한 모형에 비해 보다 큰 하중

이 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군집의 위상 와 군집 내의 개인 위상 가 각각 독립

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군중의 동기화 정도를 반영한 계수

를 다음과 같이 근사적으로 구할 수도 있다. 와 의

산포로 인해 저감되는 정도를 반영한 계수를 각각 와 

라고 하자. 그러면 군중의 동기화 정도를 반영한 계수는

군집의 산포와 군집 내 개인의 산포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구한다.

  × (20)

만약 군집의 개수가 주어져 있고 군집이 충분히 동기화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군집의 개수에 해당하는 등가의

사람이 상호무관한 운동을 하는 경우로 근사화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는 군집이 상호무관한 운동을 하는 경우의

그림 6. 군집 간 상호무관한 운동을 보이는 경우의 계수 등고선

  
 을 적용하여

  × 


(21)

여기서, 는 군집 내의 동기화정도를 반영하는 저감계수

이고, 는 군집은 군집의 개수이다.

이 결과는 군중이 상호무관한 운동을 한다는 가정이 때에

따라서는(가령, 보행교나 복도 위를 걷는 군중이 가족이나 친

구들과 같이 조그마한 군집을 이루어 약한 동기화가 일어나

는 경우) 실제 주어질 수 있는 하중을 과소평가 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다만, 실제적으로 군중의 동기화된 정도에 대한

통계적 자료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율동활동에 대한 기존 하중 산정 방식

영국 강구조협회(SCI)에서 출판한 Design of Floors for

Vibration: A New Approach(Smith 외, 2009)는 바닥

진동산정의 적용예제로 율동하중에 대해 다음의 절차를 토대

로 하중을 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우선 용도에 부합하는 군중밀도에 평균체중을 곱하여 군중에

의한 단위면적당 하중을 구한다(본 문건에서는 Bachmann과

Ammann(1987)에 기초하여 에어로빅이나 운동장에서는

0.25명/, 사교활동에 대해서는 2명/의 군중밀도를 사

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각 모드 성분의 동

적증폭계수를 도입하여 시간 t에서 단위면적당 바닥의 안전

성 검토를 위한 하중을 아래와 같이 구한다.

   
  



si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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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의 고유진동수   

* 감쇠비  

* 그룹의 운동진동수 범위 (∼)

* 정적군중하중은 율동하중에 대한 군중밀도 0.25명/을 적용

-  ×명   (평균 체중  )

* 보통의 도약운동에 대한 동적하중계수 (3차까지만 고려, SCI권장)

-         

그림 7 율동활동에 대한 설계 예제 바닥 평면

여기서, 공진에 의해 증폭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동적증폭계

수 는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는 번째 모드 성분의 번호이고, 는 하중진동

수와 고유진동수의 비율, 는 감쇠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군중하중은 군중을 이루

는 개인 간의 시간차로 인해 군중이 완전히 동시에 운동하는

경우에 비해 작다. 이 경우 동시운동이 적은 것을 반영하기 위

해 SCI P354는 Ellis와 Ji의 연구(2004)에 기반하여, 동적

하중계수를 군중을 이루는 사람의 수에 대한 함수로 보았다.

  
    

    
 

여기서, N은 율동에 참여하는 인원(<64명)을 나타낸다.

만약 군중을 이루는 사람수가 10명이라면, 윗 식에 의해

퓨리에계수 1차항의 계수는 
     이며, 만

약 30명의 군중에 대한 경우에는 


     즉,

10명에 대비해 91% 수준으로 저감된 계수를 사용한다.

6. TLC모형을 이용한 개선

단순히 사람의 수에 근거하여 동적하중계수를 낮추는 방식

은 동적하중계수의 실제 의미를 왜곡한다. 또한, 사람의 수

외의 다른 요인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경우

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미비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TLC모형은 이러한 현행 설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

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에 따르면 군중의 시간지연 차이를

고려한 를 도입하여 식(21)을 아래 식(23)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sin  (23)

다음의 예제는 SCI-P354에서 제시한 것으로, 합성바닥에

대한 다수 참가자에 의한 에어로빅의 효과를 예시한다(그림

7). 이 예시를 통해, 주어진 바닥에 대한 군중밀도 및 군중

의 패턴을 토대로, 실제로 어떻게 군중의 패턴을 고려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인 바닥설계정보는 아

래와 같다.

바닥설계정보

바닥의 진동수는 8.1Hz이고, 운동진동수는 가장 불리한 응

답을 얻기 위해 바닥진동수를 정수배로 나누어 구한다. 소요

범위내의 공진을 일으킬 수 있는 디딤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하중진동수와 고유진동수의 비율은   

  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모드 성분에 대해 증

폭되는 동적증폭계수를 구한다. 첫 번째 모드 성분에 대해 증

폭되는 동적증폭계수는

두 번째 모드 성분에 대해 증폭되는 동적증폭계수는

세 번째 모드 성분에서 공진하므로, 이 경우의 동적증폭계

수는

  


 

따라서 시간차를 고려하지 않은 하중은(곧 SCI P354의 방

법에 의한 하중)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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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중밀도 0.25명/에 대해 각 모드 성분이 동시에 공진

한다고 가정하면(보수적인 가정), 바닥은 5.235kN/의

하중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제 군중에 의한 바닥응답을 계수 를 도입하여 사람들

의 시간차를 반영해 보도록 한다. SCI에서 제안하는 일반적

인 율동시 군중밀도 0.25명/를 주어진 바닥에 대입하면

바닥에서 운동하는 사람의 수는   명 ×

× 명이다.

본 예제에서는 총 군중이 하나의 신호에 의해 동시에 움직

이는 경우와 공간을 분할하여 두 개의 독립된 공간을 쓰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하중을 구하도록 한다.

Case A: 237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운동하는 경우

동시에 움직일 경우 식(21)에서     이다. 따라

서, 237명으로 이루어진 군중이 시간차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설계하중은   × 


이다.

추가적으로 군중이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할

경우에는 시간차의 산포를 가정하고 이를 토대로 그림 3과

같이 저감시켜 사용한다. 실제 율동활동에 대한 개인별 위상

의 산포를 나타내는 실험결과가 아직 존재하진 않는다. 편의

상 시간차의 확률변수가     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베타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그림 1), 237명의 군중에 대

한 계수 는 그림 4(b)로부터,   ,   ,

  이다. 따라서 시간차를 고려한 하중은

 ××××

××  

시간차를 고려한 경우 완전히 동기화된 경우에 비해

3.892/5.235=0.743 즉 74.3%의 단위면적당 하중을 바닥

에 가한다.

Case B: 237명의 사람들이 두 군집으로 나뉘어 운동

바닥의 평면 구조 상 코어를 중심으로 두 개의 에어로빅 그

룹으로 사람들이 나뉘어 이들이 각각 완전히 동시에 움직일

경우 식(21)에서 군집의 수   이고,   

  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하중은 

 ×  
을 적용해서 구한다.

앞선 예와 마찬가지로 군집이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는 경우

를 고려하자. 만약 시간차의 확률변수가     의 파

라미터를 가지는 베타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그림 1), 계

수 
′ 은 그림 4(b)로부터,   ,   ,   이

다. 따라서 시간차를 고려한 하중은 식(21)에 의해

 


′



 

 


′



 

 


′



 

이다. 따라서 군중의 군집패턴과 시간차를 고려한 하중은

아래와 같다.

 ××××

××  

시간차와 군집의 패턴을 고려한 경우 완전히 동기화된 경우

에 비해 2.811/5.235=0.537 즉 53.7%의 단위면적당 하

중을 바닥에 가한다.

7.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시간지연의 영향을 고려하여 군중

활동을 에르고딕 과정으로 가정한 후, 다양한 하중조건

을 모사할 수 있는 확률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2) 본 하중모형의요체는 군중활동이유발하는 하중의 자기

밀도함수를 토대로 개인별 시간지연에 따른 하중저감계

수를 해석적으로 도출한 것에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

구에서는 단일군중 또는 군중 내에 형성된 여러 군집의

활동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틀을 제시하였다.

(3) 본 연구의 적용예제에서 보듯이 본 모형은 그룹 보행은

물론, 건물 내의 다양한 군중활동(가령, 율동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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