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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Google� Street� View� 360°� 파노라마 이미지와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가로공간의 

보행만족도를 예측하고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 예측값과 참값 사

이의 상관 계수는 학습 모형에 따라 0.16~0.84로 나타나 결과의 정확도 범위가 비교적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 간 성능차이는 딥러닝 모형 구조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특

정 연구 주제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딥러닝 모형의 테스트 및 검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네 가지 모형 중 VGG16이 가로공간에서 보행만족도 예측모형

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Google� Street� View� Image를 활용하여 보행만족도를 예측

하는 경우 사전학습 모형을 전이학습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는 오픈소스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모형이 도시의 물리적환경 분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ediction model of walking satisfaction level of 
streetscape by deep learning technique. The model focuses on the streetscape 
imagery and walking satisfaction level of pedestrians. We trained and tested the 
prediction model using the Google Street View 360° Panorama images of the 
survey locations for walking satisfaction level. Firs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achine rating and human rating regarding walking satisfaction level 
ranged from 0.16 to 0.84 by the transfer learning method. This finding indicates 
that deep learning models should be tested and validated for the purpose of specific 
research topic. Second, among four test models, VGG16 is relatively suitable for 
the prediction model of walking satisfaction level on streetscape comparing to the 
Inception structure in this study. Third, the result shows that transfer learning with 
pre-trained model could be the best one to predict average walking satisfaction level 
using Google Street View images. Lastly, This study shows that deep learning skill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analyzing and predicting urban physical 
environments with open source image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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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하게 이루어진 도시화와 산업화는 교통체증,� 환경오염,� 자동차 중

심적인 생활양식으로 인한 신체활동 저감,� 인간소외 등 많은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러한 도시문제들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논의에서 보행과 보행친화적인 

가로의 역할이 재조명 되었다.� 보행은 기본적인 친환경 이동수단이며 건강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행활동은 많은 도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중교통중심 개발,� 압축도시 등 많은 도시계획 개념들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계획 사조에 따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자동차 이용을 줄

이고 보행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행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자동차 도시에서 보행친화도시로의 전환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

며 1997년 보행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동시에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도시민들의 보행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개인의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가로설계 요소

를 분석하는 연구는 추후 도시민들의 보행만족도 및 보행활동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개

선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가로에서 나타난 도시설계적 요소들과 보행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이론적ㆍ

개념적 정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행자 수준에서 가로환경에 

대한 미시적 접근방법은 대부분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의 범위가 제한적

이고 노동집약적인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와 분석방법의 발전으로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현실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특히 컴퓨터 비젼 분야의 발전에 따라 시각적 데이터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 공개되어 점차 적용 가능한 분야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구글과 바이두 같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업체들은 대용량 가로경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텐서플로

우(tensorflow),� 케라스(keras),� 카페(caffe)� 등과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들도 오픈소스

로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방법인 딥러닝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 분석방법

의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딥러닝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Google� Street� View(GSV)� 가로 이미지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해당 

가로공간의 보행만족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학습하고 검증한다.� 전이학습을 통해 보행만

족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학습하고 학습된 모형 간의 성능을 검증하고 비교한다.� 전이학

습이란 기존 학습된 모형을 목적에 맞게 재학습하여 모형을 도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다양한 딥러닝 모형이 ImageNet� 대회를 통해 공개되어 있으며 각 모형은 연구목적에 

따라 성능과 그 활용성이 다르게 나타나 어떠한 모형이 보행환경 분석에 적합한지에 대

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GG16,� VGG19,� InceptionV3,�

InceptionResNetV2� 네 종류의 모형을 비교한다.� 모형의 성능을 검증하여 이미지 분석을 

위한 딥러닝 모형의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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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기계학습 및 딥러닝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범주에 속한다.� 딥러닝은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음성 인식,� 영상 객체 인식,� 물체 탐지와 같은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LeCun� et� al.,� 2015).� 딥러닝의 기초적 연구는 비교적 과거부터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 

들어서 대용량 데이터 구축과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의 개선으로 인하여 비약적으로 발

전하였다.

인공 신경망의 개념은 McCulloch� and� Pitts(1943)에 의해 McCulloch-Pitts� 뉴런

(Neuron)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1957년 

Rosenblatt는 퍼셉트론(Perceptron)이라는 인공 신경망 모델이 만들어졌다(Rosenblatt,�

1958).� 퍼셉트론은 입력과 출력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고,� 각 레이어에 뉴런 간의 가

중치(weight)를 학습하여 문자를 구분하는 작업 등에 활용되었다.� 당시에 퍼셉트론은 선

형 분류(linear� classification)만이 가능하였다.�

이후 1985년 Geoffrey� Hinton은 비선형분류가 가능한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다층 퍼셉트론은 3개 이상의 레이어로 학습이 느렸고 

모형의 최적화에 필요한 비용 함수(cost� function)의 전역 최소값(global� minima)을 찾

기 어려웠다(유병인 외,� 2015).� 이러한 상황에서 1989년 LeCun� et� al.� (1989)은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제안하였다.� CNN은 이미지에서 나타나

는 노이즈에 영향을 적게 받아 인식률이 향상되었지만 학습이 느린 단점이 있었다.�

이와 같이 1950~2000년까지 인공 신경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대부분 이루어졌지

만 컴퓨터 하드웨어의 한계와 최적화 문제로 발전이 느리게 진행되었다.� 비교적 최근인 

2006년에 데이터의 전처리를 통한 최적화 방법이 Hinton� et� al.(2006)에 의해 제시되었

는데,� 그들의 연구는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해 전처리한 데이터로 다

층의 인공 신경망을 최적화하여 인공 신경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딥러닝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딥러닝은 이러한 다층의 인공 신경망 

구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딥러닝의 장점은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스스로 

학습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기계학습 기법은 특징추출을 위해 연구자의 통찰력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였지만,� 딥러닝은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스스로 학습하며,� 데이터가 많

고 정교할수록 모형의 성능은 높아지게 된다.

최근 대용량 데이터셋들이 공개되고 이를 활용한 모형학습 대회로 딥러닝 모형의 성

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들은 대부분 오픈소스로 공개되기 때문에 

사전학습된 모형을 활용해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적용하고 검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1,000가지 사물을 구분하는 ImageNet� 대회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사전학습된 모형

(Pre-trained� model)들은 데이터의 특성상 이미지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범용성이 넓어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도시의 가로경관을 담은 사진은 도로포장,� 가로수,� 간판 

등 다양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전학습 모형을 적용하기에 적

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지능은 단일 대상에 대한 성능은 뛰어나지만 방대한 정보

를 생산하고 축적하는 도시의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GSV와 같은 오픈소스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가로공간 보행만족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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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리적 환경과 보행활동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의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이 보행이나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져 왔다(Ewing,� 2003;� Frank� et� al.,� 2004;� 2010;� 이수기 외,� 2015).� 선

행연구는 도시형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도시계획적 요소부터 건물의 높이,� 건물의 

입면,� 보도폭,� 가로수 등의 도시설계적 요소까지 다양한 물리적 환경이 보행친화도

(walkabilit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보행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미시

적 분석은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적 요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로

의 환경 또한 고려하고 있다 (조혜민ㆍ이수기,� 2016;� 박근덕ㆍ이수기,� 2018).

도시계획적 요소와 보행활동 그리고 건강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Ewing(2003)은 도시 

스프롤(urban� sprawl)이 보행을 저감시키고 비만,�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후속연구로 Ewing� et� al.(2006)은 보행에 영향

을 미치는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도폭,� 가로

폭,� 통행량 등의 객관적인 물리적환경이 개인의 인지를 통해 주관적으로 인식되어 보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도 가로경관,� 보행만족도,� 보행환경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이재원,� 2004;� 금기정 외,� 2010;� 김규리ㆍ이제선,� 2016;� 김승남ㆍ이소민,� 2016).�

보행가로 단위에서 이루어진 가로경관 연구는 주로 가로이미지에 대한 경관형용사를 통

한 가로이미지 평가와 가로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이

재원(2004)은 32개 가로를 대상으로 어의구별법을 활용하여 가로경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례별로 가로의 번화함과 쾌적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역적 특성,� 가

로의 위계,� 차선 수,� 건물과 도로폭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로의 번화함과 쾌적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낮은 건물높이와 넓은 보행공간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번

화함이 높게 평가된 가로의 경우 쾌적한 가로를 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방감을 높

이고 가로수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가로경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금기정 외(2010)는 회

귀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보행가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구조적 요소와 가로 감

성이미지 그리고 만족도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명동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와 가로 감성이미지 변수를 구축하였다.� 총 100부

의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가로의 구성요소로 건물높이비,� 녹지공간,� 간

판정비 유무를 선정하고,� 감성분석을 통해 분류한 쾌적성,� 안전성,� 활동성 변수를 감성이

미지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건물이 낮을수록,� 녹지공간이 많을수록,� 간판이 정비

되어 있을수록 가로경관 만족도가 높음을 밝혔다.�

더불어 보행공간의 물리적 요소와 보행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김규리ㆍ이

제선(2016)은 가로수길과 서래로를 대상지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문헌고찰을 통해 보행공간을 창공면,� 보행로면,� 차로면,� 건축물입면으로 구분하

여 각 면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정의한 각 면들이 보행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이 다름을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로 가로수길에

서는 창공로면을 제외한 보행로면,� 건축물입면,� 차로면이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래로에서는 창공면,� 보행로면,� 건축물입면,� 차로면 네 가지 보행공

간 면이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로단위의 보행환경평가에 관하여 김승남ㆍ이소민(2016)의 연구는 가로

단위 보행환경과 보행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서울시 주요 상업가로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설문조사자료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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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통해 보행친화지수와 가로활력지수를 개발하였다.� 서울시 강남,� 신촌,� 서래마을 

등을 사례지역으로 시범 적용하였을 때 보행친화지수는 신촌,� 서래마을,� 강남 순으로 높

게 나타났고,� 가로활력지수는 서래마을,� 신촌,� 강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미시

적 연구결과는 전문화된 보행환경 진단도구로 보행환경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장조사의 수행과 전문가의 참여 그리고 많은 

비용과 시간의 소요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다.�

2.3. 물리적 환경분석을 위한 딥러닝 적용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축적한 빅데이터와 더불어 딥러닝 기법은 방대한 양의 원자료

를 분석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론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Najafabadi� et� al.,� 2015).�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의 계산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이미지 분석에서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

도를 보이고 있어 딥러닝 기법은 환경,� 보안,� 의료,� 산림,� 방재,�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딥러닝을 적용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

시계획이나 도시설계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딥러닝 기법의 활용은 위성사진과 가로 이미지 분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딥러닝과 위성사진을 활용한 Zou� et� al.(2015)과 Zhang� et� al.(2016)의 연구는 고

해상도 위성사진에 나타난 토지피복(land� cover)를 딥러닝을 활용하여 분류하였다.� 이미

지에 나타난 요소로 활주로,� 비행기,� 주거지역,� 공업 지역을 학습하였으며,� 연구의 결과

로 나타난 결과는 98.78%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도시 가로이미지를 활용한 Naik� et� al.(2014)의 연구는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도시 가

로이미지를 통해 인지된 안전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도출하였다.� 가로이미지 데이터는 

Salesses� et� al.(2015)이 공개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미지 특징

을 추출(image� feature� extraction)한 뒤,� 서포트 벡터 회귀(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방법을 활용하여 모형을 학습하였다.� 예측모형의 성능은 참값과 예측값을 비교하

여 나타냈고 R2=0.54의 성능을 보였다.� 또한,� 예측값을 이항으로 분류하여 안전도를 평

가하였을 때 모형의 정확도는 78.42%로 나타났다.�

후속연구로 Naik� et� al.(2017)은 앞서 학습한 모형을 바탕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예측을 시도하였다.� 안전도 예측 점수를 Streetscore라고 정의하였으며,� GSV를 통

해 동일한 지점의 2007년,� 2014년 두 개 연도 이미지를 구득하고 안전도 예측모형으로 

2007~2014년 가로이미지의 Streetscore� 변화를 측정하였다.� 안전도 변화가 큰 지역은 

건축물 재개발(+)� 또는 쇠퇴(-)가 일어난 지역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서 변화가 나

타난 지역임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Streetchange� 지표와 인구밀도,� 교육수준,�

소득,� 주택가격,� 주택 임대가격,� 공실률,� 인종,� 빈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인구밀도와 교육수준이 Streetchange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 

물리적환경이 시각적으로 더 양호한 상태일수록 재개발과 같은 긍정적인 도시변화가 일

어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도시변화는 주요 도심과 가까울수록 많이 나

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딥러닝을 도시설계 분야에 적용한 연구는 Porzi� et� al.(2015)과 

Dubey� et� al.(2016)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도시 가로 이미지의 안전도를 일종의 게임

으로 구성하여 안전도를 평가하고,� 가로 이미지와 안전도와의 관계를 딥러닝을 활용하여 

학습시켰다.� 연구 결과 가로 이미지의 안전도 딥러닝 모형은 약 70%�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안전도의 정확도는 앞서 언급하였던 위성사진을 활용한 연구보다 정확도가 낮

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하는 데이터의 변이(variation)와 관련되어 있다.� 가로 이미지

를 통해 구축한 안전도 데이터셋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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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가로 이미지를 분석한 다른 연구로 Liu� et� al.(2017)은 

도시 건물의 입면상태와 건물의 연속성에 관하여 설문하고 이를 딥러닝 모형으로 학습

하였다.� 해당 연구의 딥러닝 모형은 건물 입면상태에 대해 정확도 90%를 나타냈으며,�

건물의 시각적 연속성의 경우 75%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해당 연구의 결과 건물 입

면상태의 경우 비교적 객관적인 설문 응답이 가능한 반면,� 시각적 연속성의 경우 개인별

로 차이가 나타나는 특성이 반영되어 모형의 정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Talebi� and� Milanfar(2018)은 이미지에 대한 심미성을 평가하는 딥러

닝 모형을 학습하였다.� 그들은 대용량 심미성 분석 데이터베이스(large-scale� database�

for� aesthetic� visual� analysis)를 통해 심미성 평가 모형을 학습하였다.� 심미성 분석 데

이터베이스는 총 255,500장으로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해 200명의 참여자들이 1~10점까

지의 심미성 점수를 평가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을 사용하였

으며 MobileNet,� VGG16,� Inception-v2� 모형구조(architecture)를 비교하였다.� 모형성능 

비교는 다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인 TID2013(TAMPERE� IMAGE� DATABASE2013)을 

예측하여 실제값(human� rating)과 예측값(machine� rating)을 비교하였으며 분석결과 

VGG16이 상관계수 0.941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물리적 환경과 보행활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은 

인간의 인지를 통해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개념적 틀을 토대로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토지이용 등의 도시계획적 요소와 개별 가로의 심미성,� 쾌

적성,� 개방감 등의 도시설계적 요소를 영향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도시계획적 요소의 경

우 다수의 연구가 보행량과의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도시계획적 요소는 개

별 보행자의 보행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한

다.� 또한,� 도시설계적 요소와 보행만족도 사이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연구방법론의 특성상 연구의 대상이 한정되

고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이미지를 바탕으로 보행만족도를 예측하며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기존의 방법론을 보완할 수 있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이미지 데이터

를 통해 분석한다.� 보행만족도와 가로구성요소 사이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

량적 분석을 위해 보도폭,� 건물높이,� 간판정비 여부 등의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며 이는 

노동집약적인 한계점으로 인하여 넓은 공간적 범위에 적용이 어렵다.� 하지만 시각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딥러닝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넓은 공간적 범위

에 적용할 수 있어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보행만족도 관

련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보

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

여 보행만족도 평가방법을 제안하고 모형별 성능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객관적인 사물을 구분하는 모형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를 모방하는 보행

만족도 예측모형을 학습하고 검증하는데 차별성이 있다.� 단일 사물의 객관적인 기준을 

구분하는 딥러닝 모형은 비교적 많은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간의 인지를 모방하

여 주관적인 기준을 예측하는 모형의 검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비교적 주관적

인 지표인 보행만족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학습하여 실제 이루어진 보행만족도 조사자료

와 비교 분석을 통해 딥러닝 모형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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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3.1. 서울시 유동인구 속성조사 자료

본 연구는 서울 유동인구조사의 속성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유동인구 속성조사 데이터는 연도별 1,000개의 지점에서 이틀에 걸쳐 총 20,000명의 보

행자를 설문한 자료이다.� 성별,� 연령대,� 거주지의 기본 인적사항과 통행목적,� 조사지역 평

균 통행횟수,� 직업 그리고 조사지역 보행환경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10월

초~11월초 이며 금,� 토 이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지점당 10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물리적 측면)를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

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등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표1� 참고).

조사대상
선정된 조사지점을 지나는 만 15세 이상 
남녀

조사규모
연도별 20,000명, 총 80,000명
중복지점 포함 3,000지점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 조사기간

‘12년 10월 09일(화) ~ 11월 03일(토)
‘13년 10월 10일(목) ~ 11월 02일(토) 
‘14년  9월 18일(금) ~ 10월 18일(토)
‘15년 10월 02일(금) ~ 10월 31일(토)
*매주 금ㆍ토 2일, 총 8일

대상선정
조사시간 대 오전 4명, 오후 6명씩 추출(1
일 1지점 10명 조사)

조사내용
성별, 연령, 거주지, 통행목적, 보행환경 
전반적 만족도 등

출처: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 (2012~2015)

<표 1> 서울 유동인구 속성조사 내용

더불어 서울 유동인구조사 자료는 조사지점에 대한 좌표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좌표값

을 바탕으로 GSV� API를 통해 가로이미지를 구득하였다.� 보행만족도는 해당 지점에서 

특정 시야에서 나타나기 보다는 가로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하여 

전체적인 가로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는 360°� 파노라마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분석지점

은 2012~2015년 총 3,000개 설문조사 지점을 기준으로 도로 중간지점의 이미지를 요청

하였고,� 해당 위치에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이미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의 

오류를 제외하고 총 2,450장의 이미지를 분석자료로 구축하였다.

3.2. Google Street View 360° 파노라마 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모형학습을 위해 서울시 유동인구 속성자료의 위치정보를 바탕

으로 360°� 파노라마 이미지를 구득하여 사용한다.� 360°� 파노라마 이미지는 일반적인 평

면 파노라마 이미지와 구분되며 촬영자 주변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담는다.� 최

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관련된 기술로 네이버 지도 로드뷰 ,� 다음카카오 지

도 로드뷰,� Google� Street� View(GSV)� 그리고 다양한 영상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360°�

VR� 영상과 같은 종류의 기술로 이미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GSV에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원본은 한 장의 이미지이며,� 구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3차원 공간

과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그림1� 참고).�

가로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유동인구 

속성조사 자료 조사지점의 이미지를 추출하기 위하여 중부원점 좌표를 경위도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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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S84)로 변경한다.� 일반적인 가로이미지 추출은 GSV� API에 위치(location),� 수평각

도(heading),� 수직각도(pitch),� 확대(pov)�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구득한다.� 하지

만 개별적으로 추출되는 가로이미지는 지점의 특정 시야각에 대한 이미지로 공간의 전

체적인 정보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그림1� 참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로 전체의 

시각적 정보를 담고 있는 360°� 파노라마 이미지 원본을 활용하여 모형을 학습하였으며,�

오픈소스 패키지를 활용하여 GSV� 360°� 파노라마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3.3. 딥러닝 모형구조

본 연구에서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딥러닝 구조를 사용한다.� CNN

은 주로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활용되는 모델이며 인간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하여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 최초의 CNN은 LeCun� et� al.(1998)의 연구에서 LeNet이라는 이름으

로 제시되었으며,� 그 이후로 해당 모형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CNN은 시신경이 어떠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전체의 이미지 정보를 인식하

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특징되는 부분을 인식하며 각각의 특징에 서로 다른 뉴런들이 

동작한다는 점을 모방하여 구성한 신경망이다.� CNN은 필터로 이미지의 일부분에 대한 

값을 추출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한다.� 이러한 과정은 레이어(layer)로 

<그림 1> Google Street View 360° 파노라마 이미지 원본(상)과 구체 알고리즘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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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며 Conv� 레이어,� Relu� 레이어,� Pool� 레이어로 나누어진다.� 레이어들은 순서와 깊

이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CNN� 구조(architecture)라고 한다(그림2� 참고).�

CNN� 모형은 이러한 구조의 차이로 구분되며 모형에 따라 이미지 인식의 정확도가 달라

진다.�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이미지 인식 CNN� 모형은 VGG16,� VGG19,� Inception-v3�

등이 있다.�

CNN� 모형들은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베이스인 ImageNet을 통해 학습되었다.� 많은 연

구자들과 IT기업들은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을 위해 딥러닝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

며 ImageNet을 활용하여 구축한 모형은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ompetition)에서 가장 우수한 모형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검증한다.�

모형의 정확도는 top-5� error� rates로 검증되며,� 이는 모형의 상위 5개 예측 레이블

(label)이 실제 물체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오류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앞서 언급

한 CNN� 모형 VGG16,� VGG19,� Inception-v3는 각각 다른 연도의 ILSVRC� 대회에서 우

승하여 성능이 검증된 모형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친화도를 평가하는 딥러닝 모형을 학습하기 위하여 기존 모형인 

VGG16,� VGG19,� Inception-v3,� InceptionResNetV2를 활용한다.� VGG16과 VGG19는 

VGGNet� 모형으로 옥스퍼드 Visual� Geometry� Group에서 개발한 모형이며,� 2014년 

ImageNet� 대회에서 오답률 7.4%로 GoogleNet(InceptionV1)� 다음으로 2위를 하였다.�

특히 VGG모형은 간단한 구조와 단일 네트워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 다른 응용 분야에

서 기본 네트워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지 분류(classification)�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기본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Inception� 모형의 경우 더 

많은 레이어 층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VGGNet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복잡한 구조로 인하여 다른 응용분야로의 적용이 어려워 활용이 미미한 상황이

다.� VGGNet과 Inception� 모형은 레이어의 구조와 깊이에서 차이가 있으며,� VGGNet의 

경우 직렬형 모형구조를 가지고 있고,� Inception� 모형은 Inception� module이라는 병렬적 

구조의 레이어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VGGNet� 모형은 기존에 학습된 모형

(pre-trained)의 가중치(weights)를 사용하며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을 통해 목적

에 맞는 모형을 학습한다.� 전이학습이란 사전학습된 모형의 마지막 레이어를 재학습시켜 

용도에 적합한 이미지 인식 딥러닝 모형을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딥러닝 모형을 기초부터 학습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양의 분석도구와 매우 많은 데이터

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정밀도가 중요하여 컴퓨터 비젼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 최근 머신러닝 관련 문헌들은 전체모형을 학습한 모형과 사전학습된 모형을 

재학습하는 것이 모형의 성능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전이

학습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Talebi� and� Milanfar,� 2018).�

<그림 2> 합성곱 신경망 개념도
출처 : https://inst.eecs.berkele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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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이학습을 활용하여 보행친화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학습

하여 비교하고 검증한다.

3.4. 분석방법 및 과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 그림3과 같다.� 우선 서울시 유동인구 속성조사 자료의 위치정

보(경위도)를 기반으로 GSV� API를 통해 조사지점의 가로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 

과정을 통해 위치정보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다.� 구축된 이미지 데이터는 학

습용 데이터셋(training� data)과 결과용 데이터셋(test� data)으로 분류하며,� 학습 데이터

셋은 2,200장,� 결과 데이터셋은 250장의 가로이미지를 사용하였다.� 학습용 데이터셋의 

10%인 200장의 데이터는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용 데이터셋

(validation� data)으로 설정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용 데이터셋은 딥러닝 학습모형에 

사용되며 사전학습 모형구조를 전이학습 하여 모형을 도출한다.� 그리고 결과용 데이터셋

을 학습된 딥러닝 모형으로 예측하고,� 예측값(machine� rating)과 참값(human� rating)을 

비교하여 모형성능을 나타낸다.

<그림 3> 연구의 방법

4. 분석결과

4.1. 보행만족도 평가모형 성능검증

본 절에서는 서울시 유동인구 속성조사 자료를 통해 학습한 보행친화도 평가모형의 정

확도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 딥러닝 모형 학습과 검증을 위하여 확보한 서울시 유동인

구 속성조사 데이터는 총 2,450장으로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training)� 2,000장,� 과적합

(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용 데이터셋(validation)� 200장,� 그리고 도출된 모형의 

성능확인을 위한 결과용 데이터셋(test� dataset)� 250장으로 학습과 성능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전이학습을 위해 사용된 사전학습 모형은 VGG16,� VGG19,� InceptionV3,�

InceptionResNetV2� 이며,� 성능검증은 예측값(machine� rating)과 참값(human� rating)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모형별 성능은 그림4와 같이 나타났다.� 이 중 VGG16이 피어슨 

상관계수가 0.84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유사한 모형구조인 VGG19의 피어슨 상

관계수는 0.50로 나타났다.� 반면,� InceptionV3와 InceptionResNetV2는 각각 피어슨 상

관계수가 0.19,� 0.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이학습 과정에 

있어 모형구조에서 나타난 차이로 판단되며,� VGG16과 VGG19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

이 직렬형 모형구조를 가지고 있고,� InceptionV3와 InceptionResNetV2는 병렬적 모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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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사용하여 차이가 있다.�

더불어 인간의 인지에 대한 주관성을 예측하는 연구로 사진의 심미성을 예측하는 모

형을 학습한 Talebi� and� Milanfar(2018)에서도 VGG16의 성능이 다른 모형(MobileNet,�

Inception-v2)과 비교하여 상관계수가 0.10~0.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 

모형인 VGG16을 활용하여 가로공간의 보행만족도 예측값과 참값을 비교하면 그림5와 

같다.� 피어슨 상관계수가 0.84로 참값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예측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6에서는 최종 모형으로 결정된 VGG16� 모형과 GSV� 이미지를 활용하여 서울시 

가로공간 보행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온라인 맵으로 표현한 예시이다.� 빨강색은 보행만

족도가 1~2점으로 가장 낮은 가로를 의미하며 파랑색은 4~5점으로 보행만족도가 가장 

높은 가로를 의미한다.� 종로구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예시를 보였지만,� 서울시 모든 자치

구의 가로공간에 대한 보행만족도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GSV와 같은 

가로 이미지가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도시를 대상으로 가로공간 보행만족도 분석에 딥러

닝 모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 예측모형의 성능 비교 (a: VGG16, b: VGG19, c: InceptionV3, d: InceptionResNet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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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가로 사례 (예측값 4.07, 참값 4.25) 문정동 가로 사례 (예측값 4.10, 참값 4.25)

신사동 가로 사례 (예측값 3.07, 참값 2.80) 개포동 가로 사례 (예측값 3.09, 참값 2.90)

논현동 가로 사례 (예측값 2.02, 참값 1.70) 역삼동 가로 사례 (예측값 2.27, 참값 1.85)

수서동 가로 사례 (예측값 2.95, 참값 3.45) 문정동 가로 사례 (예측값 2.20, 참값 2.7)

<그림 5> 가로이미지 보행만족도 딥러닝 모형의 예측값 및 참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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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VGG16 딥러닝 모형과 Google Street View 이미지를 활용한 가로 보행만족도 분석(예시)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CNN� 모형을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에 적용하여 가로공간의 

보행만족도를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과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가 있다.�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유동인구 속성조사 지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GSV�

API를 통해 가로 이미지를 구득하였다.� 그리고,� 가로 이미지와 보행만족도 데이터를 통

해 사전학습된 딥러닝 모형을 전이학습하였다.� 모형학습과 검증에 활용된 이미지는 총 

2,450장이며 이 중에서 2,000장을 학습데이터로,� 200장을 검증데이터로 사용하였고 250

장을 결과데이터로 모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학습에 활용한 모형은 VGG16,� VGG19,�

InceptionV3,� InceptionResNetV2� 총 네 가지이다.� 설문조사 응답을 참값(human� rating)

으로 설정하고 해당 이미지의 참값과 모형예측값(machine� rating)� 사이의 상관성을 통

해 모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모든 모형에서 참값과 예측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보행만족도 예측에 있어 딥러닝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Inception� 계열의 모형보다 기존모형인 VGGNet� 계열의 VGG16� 모형이 보행만족도 예

측에 더 적합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모형에 따라 구조의 차이가 있어 Inception�

모형의 경우 예측력이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검증 부분에 있어서 관련 연

구가 많지 않고 데이터 수가 적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학습한 보행만족도 예측모형의 목적은 특정지점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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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느끼는 보행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행만족도의 주관성을 고려한다면 

상관계수 0.84는 유의미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연구목적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모형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종

모형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보행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

한 지역을 도출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보행만족도 예측모형을 학습하고 모형을 검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딥러닝 모형의 특성상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의 과정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이는 현재 머신러닝,� 특히 현재까지 컴퓨터 비전 딥러닝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

는 문제이며,� 최근 연구동향에서 이미지를 디코딩(decoding)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

이 보행만족도 예측 모형이 모형구조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형구조의 차

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많지 않고 관련 연구가 적어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GSV� API와 서울 유동인구 속성조

사 자료를 연동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데이터의 시점에 있어 한계점을 가진다.� GSV는 

이미지별로 촬영날짜가 다르며,� 서울의 경우에도 2009~2016년까지 이미지 촬영연도가 

다르게 분포한다.� 다수의 조사지점에서 5년 사이 재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의 물리적 환

경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데이터의 한

계가 존재한다.� 넷째,� 딥러닝 모형의 성능평가에서 VGG16의 예측값과 참값의 상관계수

가 0.84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도출하였으나,� 다른 지역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서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로공간의 보행만족도 평가를 

위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보행만족도 평가에 특화되어 있는 딥러닝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GSV와 딥러닝 모형을 활용하여 가로공간의 

보행만족도 분석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보행환경 측정과 평가

를 위한 딥러닝 모형학습용 대용량 데이터 구축을 통해 도시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특

화된 모형을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더 많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오픈소스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설계 및 계획 분야에 적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도시설계 및 계획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특화된 딥러닝 모형을 학습

하고 검증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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