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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 Main axis
(public transportation road, 4lane, 40~50m) 
• Regional access
(4~6 lane, 25~30m)
• Outer ring road
(6 lane, 30m)

집분산도로

• 4 lane, 20~25m

• Distribution

국지도로

• 2~4 lane 15~25m

• Community service

Func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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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Block and Street

Source: Agéncia d'Ecologia Urbana de Barcel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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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Landscape

Paris, avenue des Champs-Élysée
Kanazawa, Japan



Insadong, Culture District,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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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Outer space

Jeongjadong, MXD, Bundang



#1. Stree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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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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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Network
Grid / Manhatt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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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Network
Radial / Paris, Arc de Triomphe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 한국, 잠실

Palmanova

https://www.allhomes.com.au/news/federal-budget-2017-how-will-housing-affordability-
measures-impact-canberra-20170509-gw14uc/

Canberra



SANITARY FACILITY

AUTOMOBILE
AVITATION EXPERIMENT

Low scale house
Low rent price

Metallurgy 

Factory

Station

Gym

Sports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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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Network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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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Network
Irregular

Sienna, Italy

Venice, Italy

London, Greenwich Village, England

Source : https://www.countryside-properties.com/new-homes/all-
developments/new-home-developments/london/greenwich-

millennium-village/#&gid=1&pid=1

London, Olympic Village, England

https://makinglewes.org/2014/01/25/gre
enwich-millennium-village-london-uk/



https://seoulsolution.kr/sites/default/files/images/%EC%83%81%EC%95%9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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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Syntax
Social logic of Space, 1984, Hillier and Hanson

The Institute of Space Syntax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London intensively studied and 
correl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ffic flow 
and urban for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alking density and land use.

The amount of 'natural traffic' can be predicted 
according to urban structure and form. This is 
determined not by land use but by urban 
structure.

Based on the grid-shaped street network of the 
organic city, which has been developed by the 
long walk.

Q. It is controversial whether a newly designed 
new city can be applied in a situation where 
freedom of ga

However, it is widely recognized as a useful tool 
for analyzing the place,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visual approach, especially the consideration 
of walking, is important when designing the place

Professor Bill Hillier
http://www.spacesyn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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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Syntax
Social logic of Space, 1984, Hillier and H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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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Alexander, 191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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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Syntax

0~1

1/RRA : i공간의 integration (Global Integration)

① 전체통합도(Global Integration)
분석대상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공간들까지 포함한 모든 공간들에서의 각 공간의 통합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체통합도가 1이하인 경우는 공간이 상호 분리되어 있는 분리성이 강한 반면, 1.7 이상이면 통합
성이 강한 공간이다. 즉 특정 공간의 전체통합도가 크다는 것은 그 공간이 전체 공간구조상 중요성이 크며, 분
석대상 건물 혹은 도시 내에서 다른 모든 공간으로의 접근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전체통합도가
낮은 공간은 다른 모든 공간으로의 접근성이 낮아 공간구조상 중요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힐러(Hiller, 
1984)는 전체 통합도 상위 10%를 공간구문론상 중심지역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체통합도는 토지
이용패턴, 자동차 통행량, 지가 및 상권, 도시전체의 인지도, 범죄율 등 도시의 전체적인 공간구조와 관련성이
있는 현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국부통합도(Local Integration)
국부적인 공간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공간으로부터 몇 개의 공간깊이까지만 고려하여 통합도를 계산한
다. 일반적으로 해당공간을 중심으로 3개의 공간까지 만을 고려하나, 건물이나 도시의 특성 또는 연구대상 등
에 따라 국부통합도 계산을 위한 공간깊이의 크기를 조정해서 사용하게 된다. 즉 해당 분석공간을 중심으로
몇 개의 공간들만을 고려한 국부적인 공간구조 특성을 보여준다. 국부통합도는 특히 보행권 차원의 공간위상
및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람들의 건물 및 도시의 인지도와 공간사용밀도, 범죄빈도 등과 밀접한 관계
가 있음이 밝혀졌다.

③ 연결도(Connectivity)
연결도는 특정 축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축선의 수로 산출되며 국부적인 공간의 구조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연결도가 크다는 것은 다른 공간으로 연결된 축선이 많다는 점을 의미하며, 공간 간의 이동이 쉽다는 의미이
다. 이 지표는 특정 공간과 직접 연결된 축선만을 고려하므로 국부적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다. 연결도는 공
간활용성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결도가 높은 공간일수록 주민의 공간 활용성이 높아
지기 때문이다.

④ 통제도(Control)
공간연결도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특정 축선과 연결된 축선과의 통제정도를 나타내며 국부적인 공간의 구조
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특정 축선이 n개의 축선과 연결되어 있다면, 특정 축선은 주변 축선에 대해
1/n의 통제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특정 축선에 대한 전체 통제도는 주변 축선이 받는 통제도의 합으로 나타
낼 수 있다. 통제도가 1이상이면 통제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으로 그 공간에서 통제도가 강하다는 것은 그
공간 주변으로 직접 연결되는 공간의 수가 많은 대신 직접 연결된 각각의 공간들과 그 주변공간들과는 단절
되어 있거나 연결도가 낮은 부분적 영역성이 강한 독립된 공간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통제도가 1이하이면 통
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으로, 통제도가 약하다는 것은 주변으로 직접 연결되는 공간의 수는 적은 대신, 직
접 연결된 각각의 공간들과 그 주변 공간들과는 높은 연결도를 갖는 개방적 공간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통제도가 약한 지역보다는 통제도가 강한 지역의 주요한 지점에 CCTV의 설치나 검문소 등을 입지시
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위치선정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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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oorim&logNo=6014
382197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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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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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reetscape / Walking space



29

Street type
Motorway

Olympic Road, Banpo Apartment Complex, Cover park, Seoul

Seattle, Olympic Sculpture Park

Dusseldorf, Median ha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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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type
보차혼용

http://www.aurum.re.kr/City/AttractionDoc.aspx?Num=4#.Wmem6ajiaUk

인사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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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type

보차병행
12M 이상
보행자가 도로의 측면을 이용하도록 차도와 보도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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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type
Pedest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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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type
Community Street

은평뉴타운 생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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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Transit mall, 대중교통중심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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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Transportation Oriented Development(TOD) Calthorp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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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Traffic cal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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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Road section detail

Site planning 3rd edition, Kevin lynch

Teheranro street,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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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n Foster, Bilbao subway

Vehicle
Stree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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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Street Facility, soundproof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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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ing stripe / road diet

Vehicle

D.C. Street Trees Map

https://caseytrees.org/resources-list/d-c-street-trees-map/

https://www.citylab.com/solutions/2017/05/barcelona-green-urban-forest-climate-
plan/526998/?utm_source=SFFB

Barcelona Urban Forest

Je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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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rian
Universal Design

http://iknowexpo.org/blog/universal-home-design-line-courses/

https://www.pinterest.co.kr/explore/ramp-design/?autologin=true

ramp

http://universaldesigncasestudies.org/health/hospitals/kansai-rosai-hospital-garden/aerial-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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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rian
Amazon project
Zone where children can feel conforable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아마존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일본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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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rian
Pocket park / street park

일본 동경 마루노우치

부평 한평공원

Pocket Park

Street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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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rian
Urban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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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rian
Sig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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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rian

https://www.behance.net/gallery/11048521/Green-bus-stop-project https://imgur.com/gallery/84pajn0

Bus, Electric Car, Smart Vehicle

https://www.scad.edu/academics/programs/de
sign-sustainability



Pedestrian
Crossing

Source : popupcit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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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rian
bridge

파드레 아루페 다리 (출처 : http://www.bilbaoria2000.org)

건축가 : Fernandez Ordon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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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rian

aw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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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rian
Pedestrian, Bycycle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보행자를 고려한 자전거도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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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rian

Bicy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