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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시설은 전체구간에 설계기준이 동일하게 적

Ⅰ. 서론

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에서처럼 차선의 감소구
간과 같은 정체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차량교통에 비

1. 연구배경 및 목적

해 거의 없다. 따라서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 보행교통

보행은 모든 통행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통행 수단으로, 현재 타 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사고나
환경오염 등의 각종 교통문제들을 보완하는 녹색 교
통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반면 최근까지 차량교통에 관한 연구에 비해 보행교
통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보행자 시설의 경우 잘못 설계되어 보행자의 사용
공간 등이 부족할 경우 이용자는 보행의 쾌적성 부족
과 함께 안전사고의 위험성, 비상사태에서의 사고발
생 등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보행
자시설설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부족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행자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인 보행교통류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그 행태를 연구하는 것
이 중요하다.

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설전체의 보행교통류
를 대신할 수 있지만 보행자 시설은 차선 등으로 통
제되는 차량과 달리 일정한 통행경로를 갖지 않고, 보
행자는 기본적으로 Self - Propelled 개체로서 보행
방향 결정과 감․가속 시 순간적으로 움직여 차량과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행자의
미시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모형은 적
합하지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Simulation 모형을 이용한 기존 모형을 보완․수정
한 새로운 Simulation 모형을 개발하여 보행자 시설
에서의 보행교통류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목표는 보행자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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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Simulation 함으로써 시

설 내에서의 보행자의 움직임과 특성치를 산출하여

Cell의 상태 값과 상호영향을 미치는 주변 Cell수에
대한 지수함수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시설설계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CA(Cellular
Automata)기반 Simulation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Rule= k

(r+1)

다.
본 연구는 보행자 시설에서 Simulation 모형개발을

여기서,

통해 보행교통류의 행태를 분석하여 그 특성치를 산

Rule = 규칙수

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여러 가지 보행자 시설

k = 상태값

중 보행자 도로(Walkway)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

r = 주변 Cell 수

하였다.
차량의 경우 차량 추종모형(감․가속(진행거리 결

Ⅱ. 이론적 고찰

정), 차량의 전진 여부결정), 차선 변경모형(차량의 좌
우 이동여부 결정)과 같은 규칙에 의해 Cell의 상태가

1. CA(Cellualr Automata) 모형의 구성

결정된다. 하지만 보행자 흐름의 경우 보행자의 행동
특성상 일정한 수치식을 갖는 차량과 달리 확률과 조

요소

건에 의한 Rule이 적용되게 된다.
1) 상태(State)

Ⅲ. Simulation 모형의 개발 및 개선
각 Cell의 공간적 점유상태를 나타내는 상태값을 말
하는 것으로 CA모형에서는 이 값이 아주 간단한 숫

1. 기본구조

자 1, 0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CA
모형은 미시적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메모리와
빠른 연산으로 대규모 Network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보행자흐름에 적용 시 다른 시설에의
확장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2차원 그리드 구

본 연구에서는 2차원 그리드 구조를 기본으로 CA
기반 Simulation 모형을 개발하였다.
현장에서 관측된 실측치와의 비교를 위해 <그림 1>
의 구조를 기반으로 모형을 개발하였다.

조의 확장 적용으로 보행자 도로(Walkway)뿐 아니

0.402m
전체면적
2
7.437 m

0.464m

라 계단(Stairs)과 다른 보행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
다고 본다.

2.01m

2) 주변(Neighborhood)
주변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 Cell들의 집합수

3.7 m

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태의 Update가 되는 Cell에 영

<그림 1> 본 모형에서의 2차원 그리드 구조

향을 미치는 다른 Cell들의 집합이라고 설명될 수 있
다. 이것은 현장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행태에 따
라 틀려지지만 보행자 시설의 경우 쉽게 다른 시설로
확장적용이 가능하다.

<그림 1>의 2차원 그리드 구조는 현장 조사에서 사
용된 그리드와 같은 길이와 면적을 갖는다.
행을 i, 열을 j라고 할 때 특정 Cell 하나를 나타낼
때에는 Pedestrian(i, j)로 나타낸다. 전체 그리드구조

3) 규칙(Rule)

는 현장에서 조사지점의 기준크기와 동일하고 Cell
하나 당 길이와 면적은 보행자 대기공간에서의 보행

전체적인 그리드 구조에서 각 Cell들의 이동을 결정

자 1인당 최소점유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짓는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Cell의 이동방향과 거리
가 규칙(Rule)에 의해서 결정지어 진다. 차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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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순환 원리를 적용하여 Simulation을 수행하였

1) Simulation 상에서의 점유상태 표현

다.
<그림 1>의 그리드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
의 CA기반 Simulation 모형에서는 Simulation 상에
서 밀도에 따른 보행자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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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P e d e strian 1 -(t시점)

기 위하여 공간을 <그림 2>와 같이 2개로 나누어 사

배열 P e d e strian 2 -(t+1 시점)

그림에서 1 ,2 ,3 ,5 번 보행자가 기준 그리드를 빠져나감

용하였다.
1

2

3

4

5

•••••••

보행자의 기억장소에 속도를 기록

1

2

3

4

5

•••••••

통과여부에 대한 기억장소에 1 ,2 ,3 ,5 번 보행자가
현재 그리드 내에 없음을 기록함.
Space 1

자유속도를 정해진 일정한 비율로 다시 발생시켜

Space 2

현재 그리드에 없는 보행자에게 부여함

<그림 2> 본 모형에서의 공간 분할 예
첫번 쨰 열에 그리드를 빠져 나온 순서대로 재 생성
처음과 다른 자유속도를 가지므로 다른 보행자 생성
1

Space1은 현재 시점(t)에서의 보행자의 Cell 점유상

2
3
5

태를 나타내고, Space2는 다음 Time Step(t+1) 에

0

서의 Cell 점유 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3> 보행자의 생성과 소멸 과정

Space1→Pedestrian1(i, j)=보행자 number, 시점 t
에서의 보행자의 상태

3) 자유속도의 부여

Space2→Pedestrian2(i, j)=보행자 number, 시점
t+1에서의 보행자의 상태

보행자별

자유속도는

본

모형에서

정산해야할

Parameter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본 모형에서는 2
Space1(t시점), Space2(t+1시점)이지만 전체적인

개의 Class로 보행자를 구분하고 각 Class 별 보행자

순환과정에서 t+1시점에서 보행자의 위치와 상태가

의 속도와 비율을 모수 추정을 통해서 산정하였다.

결정되면 Space2 전체보행자의 상태가 Space1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Simulation 모형은 밀도의 유지

옮겨지고, Space1의 상태를 기반으로 다시 t+1시점의

를 위해 순환식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면적

보행자 상태가 결정되어지는 반복과정이 계속되어지

에서 1명의 보행자가 통과를 하여야 다른 보행자가

게 된다. 이러한 상태 분리와 복사의 반복과정으로

생성이 된다. 이런 경우 같은 보행자가 다시 생성되는

Simulation 모형을 개발한 것은 보행자의 간격분포를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Simulation 모형에서는 보행

이용하지 않은 발생과 보행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

자 발생시 보행자가 갖는 특성치인 자유속도를 재부

치는 주변(Neighborhood)의 위치를 동일 시점에서

여 함으로써 다른 특성치를 갖는 보행자가 일정한 밀

고정시키기 위함이다.

도를 가지고 통행하는 현상을 Simulation 하였다.

2) 보행자의 발생과 밀도의 유지

2. 모형의 개발 및 개선

본 Simulation 모형에서는 일정한 밀도에서 보행자

1) 상태(State)

의 행태에 의한 보행교통류의 특성치를 산출하기 위
해 일반적으로 차량에서 사용되는 OD를 이용한 차두
간격과 차두시간에 의한 발생과 소멸을 이용하지 않
았다. 이는 보행자 시설의 특성상 짧은 구간에서의 설
계기준이 전체시설에 동일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본 Simulation 모형은 짧은 보행자 도로를 대상으로
다양한 밀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밀도를 간격별로 일
정시간동안 유지시키며 미시적인 보행자의 움직임에

기존 모형에서는 Cell의 점유상태를 0, 1 만으로 표
시하였지만 개선된 모형에서는 보행자에게 부여된 숫
자로 점유 상태를 표시하게 된다.
대기 상태에서 최대 보행자의 수가 40명이기 때문에
각각의 Cell의 점유상태의 표현은 1-40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표시되게 된다. 처음에 보행자에게 부여된
숫자는 Simulation 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는 숫자

대한 보행자 행태 특성치를 산출하는 것으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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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순히 1명의 보행자에게 부여되는 숫자가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Simulation 과정 중 보행자의 차선변

보행교통류의 특성치 산출에 있어서 산출과정의 단순

경여부와 움직임을 규약하는 규칙을 <그림 5>와 같

화와 저장장소의 연계를 생각하여 부여된 숫자이다.

이 크게 4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에서는 기준 보행자
의 차선변경여부를 결정하고 2단계에서는 각 차선별

2) 주변(Neighborhood)

진행가능 Gap의 비교를 통해 어느 차선으로 이동할
지를 결정하게 되며 3단계에서는 보행자의 자유속도

<그림 4>은 개발된 모형에서 적용되는 주변요소에

와 현재의 진행가능 Gap을 비교하여 얼마나 앞으로

대하여 3개의 경우로 예를 제시한 것이다. 3번 보행자

전진하는 지를 결정하게 되며 4단계에서는 보행자 밀

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요소는 다음과 같다.

도 즉 얼마나 많은 보행자가 통행하느냐의 영향에 따
라 최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5>는 이러한 단계별 구분에 의한 적용 규칙
(Rule)의 순서와 적용단계로 구분하여 놓은 것이다.
(1) Rule 1-1: 왼쪽 Cell의 점유여부 검사
조건: ① 왼쪽 바로 옆의 Cell이 전체 범위를 넘어선

움직임의 대상
3번
보행자

다.

영향을 미치는 주변
Case1 6번, 1번, 5번 보행자
Case2 2번, 4번, 5번 보행자
Case3 2번, 4번, 5번 보행자

② 왼쪽 바로 옆의 Cell이 다른 보행자에 의해
점유되었다.
③ 왼쪽 바로 옆의 Cell이 비어있지만 그 다음
Cell이 전체 범위 안에 있고 다른 보행자에

<그림 4> 본 모형에서의 주변의 예

의해 점유되었다.
판단: Case ①, ②, ③ 세 개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

3) 규칙(Rule)

시켜도 기준 보행자의 왼쪽 Cell은 점유된 것으
로 판단한다.
1 단 계

◇ 기 준 보 행 자 의 왼 쪽 과 오 른 쪽 C e ll의 점
유 상태를 판단하여 차선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 R u le 1 - 1 , 1 - 2 , 2 >

(2) Rule 1-2: 오른쪽 Cell의 점유여부 검사
조건: <Rule1-2>의 조건과 동일하지만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2 단 계

판단: Case ①, ②, ③ 세 개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

◇ 각 차 선 별 이 동 가 능 G ap의 비 교 를 통
해 최종적으로 어느 차선으로 이동할지
를 결정하게 된다

시켜도 기준 보행자의 오른쪽 Cell은 점유된 것
으로 판단한다.

< R u le 3 , 4 - 1 , 4 - 2 , 4 - 3 >

(3) Rule 2: 현재차선으로의 진행여부 확인
3 단 계
◇ 최종 차선 결정후 얼마나 앞으로 전진하
는 지 를 이 동 가 능 G ap 과 보 행 자 의 자
유속도에 의한 최대 가능 거리를 비교하
여 결정한다

조건: ① 기준 보행자의 왼쪽 Cell이 다른 보행자에
의해 점유되었다.
② 기준 보행자의 오른쪽 Cell이 다른 보행자

< R u le 5 >

4 단 계

에 의해 점유되었다.
판단: 조건 ①, ② 모두를 만족시키면 기준 보행자의
왼쪽과 오른쪽 Cell 모두 다른 보행자에 의해

◇ 보행밀도에 따른 보행자간의 간섭 현상
을 반영하여 보행자의 최종 이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점유된 것으로 판단한다. 기준보행자는 현재 차
선으로 진행한다.

< R u le 6 >

<그림 5> 각 단계별 규칙 적용의 예

(4) Rule 3: 최대간격(Maximum Gap)의 존재
조건: 현재 비어있는 차선 중(i, i-1, i+1) 유일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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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 갖는 차선이 존재한다.

른 보행자에 의해서 점유되어질 수 없다. 만일

판단: 보행자는 최대 간격을 갖는 차선으로 할당되어

보행자의 예정 점유Cell이 결정이 되었지만 이

진행하게 된다.

미 그 전에 다른 보행자에 의해서 점유되었다
면 기준 보행자는 그 Time Step에서 제자리에

(5) Rule 4-1: 세 개 차선에서의 간격(Gap)이 모두

1Time(1초) 동안 머물게 된다.

같을 때
조건: 현재의 차선과 이웃된 나머지 차선에서 보행자

Ⅳ. Simulation 수행 및 결과비교

가 진행 할 수 있는 간격이 모두 같을 때
판단: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행자의 진행 차선을 할당

1. 모수추정

하게 된다.
현재차선/두개의 인접차선 = 80/10/10

1) Parameter의 정의 및 추정 방법

(6) Rule 4-2: 두 개 차선에서의 간격이 같을 때 (인

본 모형에서 추정해야할 Parameter는 2개 Class로

접된 두개차선의 경우)

구분한 보행자의 자유속도와 각 Class별 비율이다.

조건: 현재 차선을 제외한 인접된 두개 차선에서 보행

이러한 Parameter를 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를

자가 진행 할 수 있는 간격이 같을 때

설정한 후 그 안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20000개의 Set

판단: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행자의 진행 차선을 할당
하게 된다.

을 설정 후 실측치와 모형에서의 산출 값간의 차이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낼 때의 집합을 산출하였다.

왼쪽 인접차선/오른쪽 인접차선 = 50/50
(7) Rule 4-3: 두 개 차선에서의 간격이 같을 때 (현
재 차선과 인접된 차선의 경우)
조건: 현재 차선과 인접된 한개 차선(왼쪽 or 오른쪽)
에서 보행자가 진행 할 수 있는 간격이 같을 때
판단: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행자의 진행 차선을 할당

<표 1> Parameter의 제약조건
Parameter
ClassA
ClassB
ClassA의 비율
ClassB의 비율

최소값
0.5m/s
0.5m/s
0%
0%

최대값
1.9m/s
1.9m/s
100%
100%

하게 된다.
현재차선/인접차선(왼쪽 or 오른쪽) = 50/50
2) 모수추정결과
(8) Rule 5: 보행자가 앞으로 얼마나 진행하는 지를
결정

본 연구에서는 모형값과 실측값의 차이를 알아보기

조건: ① 현재의 간격이 보행자의 최대 속도로 갈 수
있는 간격보다 작거나 같다

위한 척도로서, MAE(평균 절대오차)와 MSE(평균제
곱오차)를 사용한다.

② 현재의 간격이 보행자의 최대 속도로 갈 수
있는 간격보다 크다.
판단: ①의 경우 보행자가 움직이는 Cell 수는 현재
의 간격이 된다.
②의 경우 보행자가 움직이는 Cell 수는 기준

평균 절대 오차(MAE) =

1
|실측치-모형치|
N ∑

평균 제곱 오차(MSE) =

1
(실측치-모형치)
N ∑

N= 관측시간간격

보행자의 최대 속도로 갈 수 있는 간격이 된다.
<표 2> 모형수행을 위한 Parameter 산출 값
(9) Rule 6: 밀도에 따른 보행자의 움직임 제한
조건: Space1의 보행자는 다음 Time Step 에서의
Cell 상태를 나타내는 Space2의 점유상태를 검
사하고 움직이게 된다.
판단: Space2에서 이미 점유된 Cell은 Space1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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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ClassA의 자유속도
ClassB의 자유속도
ClassA의 비율
ClassB의 비율

모수 값
1.7m/s
1.2m/s
20%
80%

2

를 저장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것이며, 실측치의 경우

2. Simulation 수행

현장에서 관측된 밀도별 보행교통류의 특성치를 평균
한 값이다.

1) Simulation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밀도는 0.1인/미터제곱을 초기 값으로 0.1씩 밀도를
증가시켜 최대 밀도 2.5까지 Simulation을 수행하였

본 연구는 차량 교통류의 미시적 모형인 N-S initial

다. 각 밀도별 Time Step은 1초 단위로 600초(10분)

single-lane

CA

model을

보행자에

적용한

로 모형의 예열시간 1분(60초)을 포함하여 11분간 수

Simulaion 모형을 근거로 우리나라 보행자 보행교통

행되었고, 전체 Simulation 시간은 660초×25=16500

류를 행태를 추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초(275분)이다. Simulation 모형의 수행을 위해 본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시설중 하나인 보행자 도로

연구에서는 Visual Basic Programming을 이용하여

(Walkway)에서의 현장관측을 통해 보행교통류의 특

개략적으로 <그림 6>과 같은 순서에 의해 모형을 실

성치를 조사하고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

행하였다.

게 되었고, 제안된 모형은 보행자 도로의 기준 면적
작성시부터 우리나라 보행자의 점유공간과 행태를 고

Simulation 시작

기준 지역을 통과한 보행자 검
사

초기밀도 × 전체면적에 의한
보행자 수의 결정과 위치 할당

새로운 보행자의 발생과 자유
속도의 부여

려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는 Simulation 에서도 반영이
되었다. 그 결과 보행교통량, 밀도, 속도의 추정이 비
교적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실제 설계에 반영될 수

각 보행자별 번호와 자유속도
의 부여

각 밀도별
시행

시행 밀도에서의 보행특성치
의 평균값 저장

t시점을 기초로 규칙(Rule)에
의한 t+1 시점의 보행자 위치
결정

있는 용량 산출에 있어서 실측치와 거의 비슷한 결과
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지 보행자 시설

모든 변수및 보행자 공간의 초
기화

중 보행자 도로 중 자료수집을 위해 조사 장소를 1곳

t+1 시점의 보행자의 위치를 t
시점으로 옮기고 t+1 시점의
초기화

으로 제한하여 모형을 개발 제시하였으나 좀 더 많은
보행자 도로에서 자료수집을 하여 모형을 개발

<그림 6> 전체적인 Simulation 수행과정

Parameter를 추정한다면 모든 보행자 도로에 보편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의 제시와 기하구조에 따른

2) 결과

Parameter 값의 적용 범위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
다.
속도-밀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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