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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microscopic pedestrian movement behavior model 

reflecting the walking speed and direction of pedestrians through fuzzy inference approach and

social force model. The model can analyze the movement of each pedestria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pedestrians by using individual pedestrians as the unit of analysis, which would com-

plemen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have analyzed pedestrians as homogeneous and con-

tinuous flow. In addition, by reflecting the pedestrian’s probabilistic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change of walking speed and direction, the limited assumption of the social force model

that assumes the pedestrian’s movement is deterministic has been alleviated in this model. In the

process, fuzzy inference approach was applied to process pedestrians’ subjective and ambiguous

information about the pedestrian’s decision-making factors. The model was verified by com-

paring simulated model values and actual observations using object-oriented programming for 

each macroscopic and microscop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verification would show the 

error in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low,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high.

Keywords: decision-making process, fuzzy inference, pedestrian movement behavior, pedestrian
simulation, social force model

초록

이 연구는 퍼지추론을 적용한 보행속력 또는 이동방향 변경확률 모형을 사회역학모형 기반

의 반응행태 모형에 반영한 미시적 보행자 이동행태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개별 보행자

를 분석 단위로 하여 보행자 특성별 움직임과 보행자간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

행자 집단을 동질적이고 연속된 흐름으로 간주하고 집계된 평균 특성으로 보행행태를 분석하

는 거시적 접근법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 또한 보행속력 또는 이동방향 변경에 대한 보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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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의사결정 행태를 반영함으로써 보행자의 움직임을 결정적이라 전제하는 사회역학모형의 이론적 가정을 완

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의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보행자의 주관적이고 애매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퍼지

추론이 적용되었다. 모형의 검증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한 모형치와 실제 관측치를 비교하

며 이루어졌다. 두 가지 관점의 보행특성, 즉 거시적 보행특성과 미시적 보행특성에 대한 설명력을 검토하였는데, 

모두 오차가 크지 않고 관측치에 대한 모형치의 설명력이 높게 도출되었다.

주요어: 의사결정과정, 퍼지추론, 보행이동행태, 보행시뮬레이션, 사회역학모형

서론

최근 보행교통과 그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행자의 이동행태를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

는 보행행태 모형은 보행공간의 계획과 관리, 그리고 관련 정책사업 평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보행행태 모

형은 보행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크게 세 단계, 즉 전략단계(strategic level), 전술단계(tactical level), 실행단계

(operational level)모형으로 구분되는데(Hoogendoorn et al., 2002), 이 연구의 논의 대상인 실행단계 모형은 전략

단계, 전술단계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실행단계 모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보행자 집단

을 동질적이고 연속된 흐름으로 간주하고 집계된 평균 특성으로 보행행태를 분석하는 거시적 접근법(macroscopic 

approaches) 연구로 분류된다. 거시적 관점의 연구는 적용이 쉬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보행자간 또는 보

행자와 장애물간 상호작용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보행자의 실행단계에 대한 미시적 보행자 이동행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여기서 ‘미시적’이라 함은 

앞서 거시적 접근법과 대비되는, 개별 보행자를 분석 단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행자들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 

아닌 자율성(autonomy)을 가진 개별 지적 행위자(intelligent agent)로 전제하여 보행자 특성별 움직임과 보행자 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각 보행자가 이동방향과 속력을 변경하는 행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보행자의 주관적이고 애매(fuzzy)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이 의사결

정이 실제 이동행태로 드러나고 다시 다른 보행자와 상호작용하는 이동행태가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퍼

지추론법(Fuzzy Inference)을 적용하여 보행자가 이동방향 또는 속력을 수정하는 의사결정 확률 모형을 개발하고, 

이 의사결정 확률을 보행자 반응행태 모형 중에서 대표적인 사회역학모형에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및 검증을 수행하

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2장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보행행태 모형의 범위와 이 연구의 대상을 설정한다. 또한 미시적 보

행행태 모형의 필요성과 함께 해당 모형의 개선을 위한 확률적 의사결정 개념과 퍼지추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3장

은 이 연구의 보행자 이동행태 모형을 구성하는 두 하부 모형, 즉 보행자가 이동 방향 또는 속력을 변경할 것인지 여

부를 정하는 확률적 의사결정 모형과 이 의사결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반응행태 모형에 관해 설명한다. 의사결

정 모형은 퍼지추론법을 활용하고, 반응행태 모형은 사회역학모형에 의사결정 확률을 반영하여 보행자 간 상호작용 

및 이동행태를 분석한다. 이어서 4장은 퍼지추론 적용 및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는 모형을 시뮬레이션하고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6장은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를 정리한다.

선행연구�고찰

보행자의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보행행태 연구는 보행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준으로 크게 세 단계

로 구분한다(Hoogendoorn et al., 2002). 첫 번째 단계는 출발시간 또는 보행공간 내 목적지를 선택하는 단계(전략 

단계, strategic level), 두 번째 단계는 활동스케쥴 및 경로를 결정하는 단계(전술 단계, tactical level), 세 번째 단계는 

이동을 하면서 다른 보행자 또는 장애물과 상호작용하는 단계(실행 단계, operational level)이다. 이 연구가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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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실행단계에서의 보행자 이동행태는 거시적 접근법(macroscopic approaches)과 미시적 접근법(microscopic 

approaches)으로 분석할 수 있다. 거시적 접근법은 보행자들을 동질적이고 연속된 흐름(flow)으로 가정하고 보행

량-밀도-속도 관계식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이다(Fruin, 1971). 거시적 접근법은 적용이 간단하고 쉽지만 보행자 

및 장애물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행공간의 운영기법에 따른 서비스수준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

는 한계가 있다(Helbing and Molnar, 1998).

반면 미시적 접근법은 개별 보행자 단위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분석한다(Helbing and Molnar, 1995; Werner 

and Helbing, 2003; Seyfried et al., 2006). 초기에는 보행자의 이동과 상호작용을 기체 및 유체의 입자(Henderson, 

1974; Helbing, 1992) 또는 자기력(Okazaki, 1979)에 비유해 설명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후 개발된 사회역학

모형(Social Force Model; Helbing and Molnar, 1995)은 세 종류의 힘, 즉, 목적지를 향해 속도를 유지하려는 힘

(driving force), 다른 보행자나 장애물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려는 척력(repulsive force), 동반자나 상점 등 매력 요

인에 더 가까이 가려는 인력(attractive force)의 합을 의미하는 사회역학(social force)으로 보행자의 움직임과 상호

작용을 설명한다. 사회역학모형은 Vissim과 같은 상용 시뮬레이터에 적용되는 등 보행자의 이동과 상호작용을 구현

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사회역학모형은 보행자의 움직임을 결정적(deterministic)이라 가정한다. 보행자의 이동행태는 보행자의 특

성, 행동 규칙, 보행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확률적이라 가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리적이다. 사회역학

모형에 보행자의 확률적 이동행태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이다. 한편, 보행자의 확률적 이동 행

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행자들의 의사결정 및 반응 행태 요인에 관한 보행자들의 주관적이고 애매(fuzzy)한 정보

를 처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퍼지추론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퍼지추론은 Zadeh(1975)

이 제안한 이론으로서, 명확하지 않은 값을 정량화하여 수학적으로 다루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론이다. 특히 인간의 

언어와 사고에 관련된 부정확성과 애매함을 수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Zadeh, 1975; Ross, 1995; 

Tsoukalas and Uhrig, 1997; Mathworks, 2014; Peeta and Zhou, 2004). 교통분야에서는 Pappis and Mamdani 

(1977)가 독립교차로의 신호제어전략 수립에 퍼지추론을 적용한 이래로 경로선택 영향요인 분석(Teodorovic and 

Kikuchi, 1991; Lotan and Koutsopoulos, 1993), 교통사고 예측모형(Kim et al., 2006), 차량추종 및 차로변경 행

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이고 애매한 요인의 정량화(Peeta and Zhou, 2004; Park et al., 2008), 보행자의 보행공

간 및 환경을 인지하는 행태(Golledge et al., 1993; Gerdelan and O'Sullivan, 2010; Nasir et al., 2014)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된 바 있다.

연구�방법론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행자 이동행태 모형은 두 단계의 하부 모형 즉, 보행자가 이동 방향 또는 속력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확률적 의사결정 모형과 이 의사결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반응행태 모형으로 구성된다. 

의사결정 모형은 퍼지추론법을 활용하여 보행자의 특성, 보행공간의 속성, 다른 보행자 및 장애물과 상호작용 등이 

보행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동방향 또는 속력을 수정할 확률을 산출한다. 반응행태 모형

은 사회역학모형에 퍼지추론으로 도출된 의사결정 확률을 반영하여 보행자 이동과 보행자 간, 또는 장애물과 상호

작용을 분석한다.

1. 퍼지추론을�활용한�의사결정�모형

이 연구는 보행자가 이동방향 또는 속력을 수정하는 의사결정 확률 를 Equation 1과 같이 퍼지추론 모형 ∙

으로 수리화한다. 또한 그 확률은 보행자의 특성 요인, 보행공간의 물리적 환경 요인, 다른 보행자 및 장애물과의 상

호작용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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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보행자 가 시점 에서 이동 방향 또는 속력을 변경할 확률, 
 는 보행자 의 특성  , 

는 보행자 

가 보행하고 있는 공간의 물리적 환경 요인  , 
는 보행자 의 다른 보행자 및 장애물과의 상호작용 요인 을 의미

한다. 또한, 와 는 보행자의 현재위치 에 의해 결정된다. 세 영향 요인 
 , 

, 
이 내포한 주관성과 애매

함은 퍼지연산 및 비퍼지화 과정 ∙과 가중치 로 가중합산하는 과정을 통해 처리된다.

의 퍼지추론 모형 ∙는 크게 5단계 즉, IF-THEN 규칙 생성, 소속도 함수 구축, 퍼지연산, 비퍼지화, 가중

치 적용 과정을 거치며 추정된다. 첫 번째 IF-THEN 규칙 생성 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조건부와 종속변

수 역할을 하는 결론부간의 관계를 설정한다. 즉, 조건부는 영향요인 
 , 

, 
별 상태 수준이며, 결론부는 조건

부에 대해 보행자가 이동 방향 또는 속력을 변경할 확률 의 수준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IF-THEN 규칙은 

직관적 추론을 근거로 생성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Han et al.(2018)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보행자 특성 요인 
 에

는 연령, 성별, 보행목적을, 보행공간의 물리적 환경 요인 
에는 보행공간의 폭을, 상호작용 요인 

에는 다른 보

행자 및 장애물과의 거리, 장애물이 위치한 각도, 상대속도를 포함한다. 조건부 및 결론부 변수의 수준은 상, 중, 하 

등 복수의 주관적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성별처럼 구분이 명확한 변수의 경우 그 구분을 따르

고, 이외의 변수는 3개의 수준으로 구분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별 등 경계가 명확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해 소속도 함수를 구축한다. 소속도 함

수는 IF-THEN 규칙의 조건부 및 결론부에 포함된 각 변수에 대하여 보행자 의 값이 해당 변수의 어느 수준에 속

하는지를 0과 1사이의 확률로 산출하는 함수로서, 언어 정보를 수학적으로 구현하여 정량화한다. 예컨대 소속도 함

수는 다른 보행자 및 장애물과의 거리 변수의 관측값이 이 변수의 세 수준 즉, ‘가깝다’, ‘보통이다’, ‘멀다’에 각각 얼

마의 확률로 소속되는지를 산출한다. 소속도 함수는 일반적으로 휴리스틱 또는 주관적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연구에서는 장애물과의 거리, 장애물이 위치한 각도와 같은 변수는 보행 영상 자료 분석을 토대로 소속도 

함수를 설정하고, 이 외의 변수는 다른 연구들에서처럼 휴리스틱 또는 사회적 합의(예컨대 나이가 많음은 60세를 기

준으로 설정)를 참고해 설정한다.

세 번째로 퍼지연산 단계는 IF-THEN 규칙의 조건부와 결론부 관계를 규명한다. 퍼지연산은 일반적으로 두 퍼

지집합에 대한 합집합 연산의 경우 큰 값을 취하는 ‘max연산’(최대), 교집합 연산일 경우 작은 값을 취하는 ‘min연

산’(최소)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이 외에도 ‘product연산’(곱) 등 다양한 종류가 활용된다. 대표적인 추론연산방식

으로는 Mamdani 방식과 Larsen 방식이 있는데, Mamdani 방식은 max-min 방식이라고도 하며, 가장 흔히 이용되

고 있다. Mamdani 방식은 퍼지 함축(implication)시 min연산을 사용하고 합성(composition)시 max-min연산을 

사용한다. 반면, Larsen 방식은 퍼지 함축시 product연산를 이용하고 합성시 max-product연산을 이용한다.

네 번째, 비퍼지화는 퍼지추론에서 얻어진 퍼지 결과값을 애매성이 존재하지 않는 비퍼지값(crisp value)으로 변

환한다. 추론된 출력 퍼지값들에 대응되는 수치들 중에서 가장 적당한 값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이

용되는 비퍼지화 방법은 무게중심법(centroid of area method), 최대값평균법(mean of maximum method) 등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각 요인의 비퍼지값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합산한다. 즉, 이동방향 또는 속력 확

률을 여러 요인의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2. 사회역학모형�기반의�확률적�반응행태�모형

이 연구에서 반응행태 모형은 사회역학모형(Helbing and Molnar, 1995)을 기반으로 하되, 앞서 살펴본 퍼지추론

을 활용한 의사결정 모형을 접목하여 확률개념을 도입한다. 즉, 시점 에서 보행자 의 이동가속도 
 는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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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같이 사회역학 와 의사결정 모형으로 도출되는 보행자의 이동방향 또는 속력 수정확률 로 결정된다.


 ⋅ (2)

여기서, 사회역학 는 보행자와 주변의 다른 보행자, 또는 물리적, 환경적 요인들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보행자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정의한 개념으로서, Equation 3과 같이 보행자가 목적지로 향하며 속도를 유지하려는 힘 



, 다른 보행자나 물체 들로부터 멀어지려는 힘 



 , 동반자, 상점 등의 매력 요인  로 향하려는 힘 






의 합으로 표현된다.

 






 






 (3)

퍼지추론�적용�및�결과

보행자가 이동방향 또는 속력을 수정하는 확률 에 관한 퍼지추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IF-THEN 규칙은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IF-THEN 규칙의 조건부는 보행자 특성 요인 
 인 연령, 성별, 보행목적을, 보행공간

의 물리적 환경 요인 
인 보행공간의 폭을, 상호작용 요인 

인 다른 보행자 및 장애물과의 거리, 장애물이 위치

한 각도, 상대속도를 포함하였다. IF-THEN 규칙의 결론부는 보행자가 이동 방향 또는 속력을 변경할 확률 을 

‘높음’, ‘보통’, ‘낮음’으로 설정하였다. 퍼지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성별과 통행목적 요인은 각각 남/녀, 업무/여가 

목적의 2개 수준으로, 이외의 요인은 3개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Table 1. IF-THEN rules for modeling pedestrian movement behavior

IF (LHS) THEN (RHS)
Age Young High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Middle Medium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Old Low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Gender* Male High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Female Low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Trip purpose* Business High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Non-business Low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Distance Near High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Medium Medium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Far Low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Angle Front High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Medium Medium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Side Low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Relative speed Approach High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Same Medium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Far away Low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Width Narrow High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Medium Medium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Wide Low chance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note: * indicates variables that belong crisp sets.

IF-THEN 규칙에 포함된 각 변수의 소속도 함수는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변수 중에서 ‘장애물과의 거리’, 

‘장애물이 위치한 각도’ 변수의 소속도 함수는 보행자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참고해 설정하였고, 이 외에 소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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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형태에 관한 별도의 자료분석이 어려운 변수는 다른 연구들에서처럼 휴리스틱 또는 사회적 합의(예컨대 나이

가 많음은 60세를 기준으로 설정)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소속도 함수의 형태는 퍼지수의 표현과 연산이 비교적 간

단하여 문헌에서도 경험적으로 선호되는 삼각형 형태와 사다리꼴 형태를 적용하였다. ‘장애물과의 거리’, ‘장애물이 

위치한 각도’ 변수의 소속도 함수 설정에 활용된 영상자료는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인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발’ 연구과제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장애물이 있는 공간에서 보행자 이동행태를 촬영한 것이다(상세한 실험 

개요는 Sung et al.(2011) 참조). 영상자료에서 보행자의 궤적 정보를 Matlab의 Motion-Based Multiple Object 

Tracking 기능을 활용하여 추출하고, 궤적 정보를 이용해 보행자가 다른 보행자와 장애물에 반응하여 속도가 크게 

변하는 시점에서의 다른 보행자 및 장애물과의 거리, 장애물이 위치한 각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회피시작 시점

에서 장애물까지 거리의 평균은 3.423m, 장애물이 위치한 각도는 보행자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평균 13.331°로 

도출되었다. 이 결과를 참고하여 두 변수의 소속도 함수의 파라미터를 설정하였다.

Table 2. Membership functions

Variables
Membership functions

Category Shape Parameter

RHS
(THEN-)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Low Triangle [0, 0, 0.4]

Medium Triangle [0.1, 0.5, 0.9]
High Triangle [0.6, 1, 1]

LHS
(IF-)

Age Young Trapezoid [0, 0, 20, 40]

Middle Triangle [30, 45, 60]
Old Trapezoid [50, 70, 100, 100]

Distance* Near Trapezoid [0, 0, 1, 3.5]

Medium Triangle [1, 3.5, 6]
Far Trapezoid [3.5, 6, 10, 10]

Angle* Front Trapezoid [0, 0, 5, 20]

Medium Triangle [5, 20, 35]
Side Trapezoid [20, 35, 90, 90]

Relative speed Approach Triangle [-3, -3, 0]

Same Triangle [-1, 0, 1]
Far away Triangle [0, 3, 3]

Width Narrow Trapezoid [0, 0, 2, 3]

Medium Triangle [2, 4, 6]
Wide Trapezoid [3, 6, 10, 10]

note: * is based on observed data.

퍼지연산 단계에서는 퍼지추론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Mamdani 형태의 추론연산을 사용하였다. 또한 비퍼

지화 과정은 Mamdani 형식 추론법에서 주로 활용되는 무게중심법을 활용하였다. 퍼지연산과 비퍼지화 과정을 통

해 각 변수 값의 비퍼지값(crisp value)을 도출한 후, 각 변수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보행자별 이동방향 

또는 속력 수정확률을 산출하였다. 여기서 변수의 중요도 가중치는 Table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Han et al.(2018)에

Table 3. Attribute weights

Variables Standardized coefficients Weights

Age -0.250 0.122
Gender 0.124 0.060

Trip purpose 0.085 0.041

Distance 0.673 0.327
Angle 0.214 0.104

Relative speed 0.570 0.277

Width 0.142 0.069
note: Ha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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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같은 변수에 대해 영향요인 분석을 한 결과인 표준화 계수의 적용하였다.

Figure 1은 다른 변수가 통제된 조건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장애물이 위치한 각도에 따른 보행자의 이동방향 

또는 속력 변경확률 를 퍼지추론 결과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또한 Table 4는 연령이 35세인 남성이 폭이 5m

인 보행공간에서 업무목적의 통행을 하고 있을 때, 장애물과의 거리가 3m이며, 장애물이 정면 10°이내에서 상대

속도 –2m/s로 다가오는 경우, 현재 보행 속력 및 방향을 수정할 확률이 67.5%로 산출되는 것을 보여준다.

Figure 1. The contour lines representing the likelihood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Table 4. Calculating likelihood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Variables
Likelihood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A)
Weight (B) A×B

Age 35 years 0.563 0.005 0.003

Gender Male 0.870 0.065 0.057

Trip purpose Business 0.870 0.055 0.048
Distance 3m 0.530 0.365 0.194

Angle 10 degree 0.647 0.125 0.081

Relative speed -2m/s 0.858 0.308 0.264
Width 5m 0.380 0.076 0.029

Likelihood of changing walking direction or speed 0.675

모형�검증

퍼지추론을 적용한 의사결정 모형을 사회역학모형 기반의 반응행태 모형에 반영하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활

용하여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관측자료는 2012년 10월 12일에 서울

시 중구 명동 엠플라자 앞 횡단거리 14m, 보도폭 9m의 보행공간을 촬영한 유동인구 영상자료에서 추출한 보행자의 

궤적 정보다. 이 보행공간은 인근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으로 보행량이 많고 차량통행은 제한되어 보행자간 상호작용 

외의 영향은 배제할 수 있다. 분석시간은 보행량이 많은 12-13시, 16-18시, 19-20시로 선정하였다. 이 영상에서 

추출된 보행자는 총775명(남자 364명, 여자 411명이고, 평균 통과시간은 14초, 평균 보행속도는 1.03m/s 수준으로 

나타난다. 평균 보행속도가 기존 연구의 평균 보행속도 1.33m/s(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1.34m/s(Daamen, 2004)에 비해 느린 것은 분석 대상지가 중심 상업지역으로 쇼핑, 관광 등 비업무 통행목적

의 보행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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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의 보행특성, 즉 거시적 보행특성과 미시적 보행특성에 대한 설명력을 검토하였다. 거시

적 보행특성 검증을 위해 속도, 밀도, 보행교통류율을 5분 단위로 집계하여 48개 관측치와 모형치를 비교하였다. 미

시적 보행특성 검증은 관측치와 모형치의 개별 보행자 궤적정보를 추출하여 1초 단위의 속력과 이동방향변화량 수

치 600개의 분포를 비교하며 수행하였다. 한편, 보행밀도에 따른 보행특성 차이와 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보행

밀도가 서비스수준 A 이상의 상황과 서비스수준 B 이하의 상황을 구분하여 거시적, 미시적 보행특성을 각각 비교하

였다. 여기서 서비스수준은 도로용량편람(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을 기준으로 한다.

우선 검증에 사용된 관측자료의 5분 단위 집계된 개괄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Figure 2, Table 5와 같다. Case A 평

균 보행교통류율은 10.19인/분/m, 속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15m/s, 0.08m/s, 평균 밀도는 0.18인/m2이

다. Case B의 평균 보행교통류율은 23.25인/분/m, 속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92m/s, 0.06m/s, 평균 밀도는 

0.44인/m2이다.

(a) Flow-Density (b) Flow-Speed

Figure 2. Pedestrian traffic flow relationship (macroscopic approaches)

Table 5. Characteristics of the macroscopic pedestrian traffic flow (observational data)

Sample size Min Max Average s.d.

Case A Flow (P/min/m) 24 6.93 13.58 10.19 2.38

Density (P/m2) 24 0.10 0.27 0.18 0.06
Speed (m/s) 24 1.03 1.32 1.15 0.08

Case B Flow (P/min/m) 24 12.51 23.25 18.75 2.70

Density (P/m2) 24 0.22 0.63 0.44 0.11
Speed (m/s) 24 0.80 1.02 0.92 0.06

All Flow (P/min/m) 48 6.93 23.25 14.47 5.01

Sensity (P/m2) 48 0.10 0.63 0.31 0.16
Speed (m/s) 48 0.80 1.32 1.03 0.14

note: Min, minimum; Max, maximum; s.d., standard deviation.

거시적 보행교통류 특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Figure 3은 전체 표본에 대해 관측치와 모형치의 속

도-밀도-보행교통류율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관측치와 모형치가 모두 거시적 보행교통류 이론을 따르고 있다. 선

형 회귀선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모형치의 속도-밀도-보행교통류율 관계 그래프에서 결정계수  가 0.7 이상

으로 도출되며 거시적 보행특성을 높은 설명력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측치와 모형치의 보행교통류율-속도 관계와 보행교통류율-밀도 관계의 오차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 표본 48개에 대한 모형치의 오차는 보행교통류율-밀도 관계의 경우 MAE 0.069, RMSE 0.100으로, 보행교통

류율-속도 관계의 경우 MAE 0.059, RMSE 0.077로 나타난다. Theil의 부등계수는 보행교통류율-밀도 관계에서는 

0.269, 보행교통류율-속도 관계에서는 0.136으로 나타난다. 보행교통류율-속도 관계와 보행교통류율-밀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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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모두 각 오차 평가지표의 수치가 0에 가깝게 나타나며 모형치의 설명력이 높음을 보여준다. 두 Case에 대한 오

차도 0에 가깝게 나타나는 한편, 두 Case에 대한 오차를 비교하면 보행교통류율-밀도 관계의 경우 Case B에 비해 

Case A의 오차가 작고, 보행교통류율-속도 관계의 경우 Case B가 Case A보다 오차가 작게 나타난다. 이는 관측자

료에서 보행밀도가 높아질수록 속도의 표준편차가 작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Observation Simulation

(a) Flow-Density

(b) Flow-Speed

(c) Density-Speed

Figure 3. Macroscopic characteristics of pedestrian flows

Table 6. Validation results

Flow-Density Flow-Speed

All MAE 0.069 0.059

RMSE 0.100 0.077
U 0.269 0.136

Case A MAE 0.032 0.065

RMSE 0.047 0.089
U 0.247 0.140

Case B MAE 0.107 0.054

RMSE 0.134 0.063
U 0.272 0.129

note: MAE, mean absolute error; RMSE, root mean square error; U, Theil’s U stat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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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미시적 보행행태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관측 속도와 모형으로 산출된 속도의 Case별 분포

를 비교하였다1). Figure 4는 Case별 관측치와 모형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Table 7은 관측치와 모형치의 분포 

동일성을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다.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관측치와 모형치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로 세웠다. 

Case A와 Case B에서 
가 각각 7.10, 4.82로 유의수준 0.05의 임계값   인 16.92, 14.07보다 작게 나타

났다. 즉, 두 Case에서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관측치와 모형치의 분포가 같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a) Case A (b) Case B

Figure 4. Distribution of speed

Table 7. Microscopic characteristics of pedestrian

 



  

Distribution of speed Case A 9 7.10 16.92

Case B 7 4.82 14.07
Distribution of walking direction Case A 4 7.21  9.49

Case B 6 5.56 12.59

(a) Case A (b) Case B

Figure 5. Distribution of walking direction

이동방향 변화량의 관측치와 모형치의 분포를 Case별로 비교2)하면 Figure 5와 같다. 두 Case에서 모두 관측치와 

모형치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한편, Case B가 Case A에 비해 관측치와 모형치 모두 크게 나타난다. 보행밀도

가 용량에 도달하지 않는 수준에서 밀도가 높을수록 주변 보행자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해 이동방향 변경이 잦은 것으

로 해석된다. 관측치와 모형치의 분포 동일성을  검정으로 검토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귀무가설인 ‘관측치와 

1) 샘플의�보행속도는� 0.1-1.7m/s로�나타나�이를� 17개�구간으로�나누어�빈도수를�비교함.

2) 이동방향�변화량은� 1초�단위의�개별보행자�진행방향�차이를�의미하며�변화량�계급은� 5° 단위로�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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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치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에 대하여 Case A와 Case B에서 
가 각각 7.21, 5.56으로 유의수준 0.05의 임계값 

  인 9.49, 12.59보다 작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즉, 관측치와 모형치의 분포가 같지 않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결론

이 연구는 퍼지추론을 적용한 보행속력 또는 이동방향 변경확률 모형을 사회역학모형 기반의 반응행태 모형에 반

영한 미시적 보행자 이동행태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개별 보행자를 분석 단위로 하여 보행자 특성별 움직임

과 보행자간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 집단을 동질적이고 연속된 흐름으로 간주하고 집계된 평

균 특성으로 보행행태를 분석하는 거시적 접근법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 또한 보행속력 또는 이동방향 변경에 대

한 보행자의 확률적 의사결정 행태를 반영함으로써 보행자의 움직임을 결정적이라 전제하는 사회역학모형의 이론

적 가정을 완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의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보행자의 주관적이고 애매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퍼지추론이 적용되었다. 모형의 검증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한 모형치와 실제 관측

치를 비교하며 이루어졌다. 두 가지 관점의 보행특성, 즉 거시적 보행특성과 미시적 보행특성에 대한 설명력을 검토

하였는데, 모두 오차가 크지 않고 관측치에 대한 모형치의 설명력이 높게 도출되었다.

최근 보행교통과 그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행자의 이동행태를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보행행태 모형은 보행공간의 계획과 관리, 그리고 관련 정책사업 평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거시적 접근법 기

반의 모형은 보행공간의 용량분석에 활용도가 제한되지만, 미시적 보행자 이동행태 모형은 보행시설 설치 또는 보

행정책 도입에 따른 보행공간 변화 효과와 보행자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행공간 평가 툴에 대한 요구에 대비하여, 미시적 보행자 이동행태 모형에 관한 논의를 진

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개별보행자 단위의 미시적 보행행태는 보행자의 특성, 주변 상황, 목적지 및 

경로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다룬 요인 외에 향후 다양한 요

인을 추가로 검토하여 모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행자 의사결정 과정에 퍼지추론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검증한 것에 연구의 의미가 있으나, 퍼지추론 각 단계에서 전제한 조건의 변화에 따른 모형 결과의 차이를 검

토하지 않은 것은 연구의 한계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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