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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

다. “가능한 최대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의 상태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장기적인 질환이나 각종 질병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오픈스페이스 환경

을 고민한다면 적어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을 목표로 최상

의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비록 건강이라는 주제가 일반적인 개념이지만, 물리적인 환경을 다

루는 조경 설계가들에게는 추상적이며 어려운 내용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첫째, 과연 치유와 회복과

같은 내용들이 도시 속 인공 자연을 통해 얼마나 만족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둘째,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설계하는 이들을 위한

그들의 언어와 방식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즉 단면이나 평면 혹은

스케치들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계천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주의회복(Attention

Restoration) 효과와 공간 유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계천의 주의회복환경(Attention

Restoration Environment) 효용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둘째, 그 효

용에 사람과 환경이 어떤 관계 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셋째, 세부 공간 유형별 주의회복환경 효용에 대한 차이와 의

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주의회복환경의 물리적 공

간의 특징과 유형들을 분류·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간 설계 등에 유

용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정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지점들의 분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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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관찰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수집된 데

이터의 코딩 그리고 행태 지도를 활용하였다. 둘째, 설문을 진행하

였는데, 설문 내용으로 연구 대상지 전체의 주의회복환경 정도를

묻기 위한 PRS(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의 문항들, 응답자

들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개인 정보 수집, 환경 인식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지도 작성,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확

인하는 ZIPERS(Zuckerman Inventory of Personal Reaction Scale)

의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셋째, 정적인 행위를 대표하는 앉는 행위

가 발생하는 행태의 장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경관들을 논의하기 위

해 스케치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계천 조사 구간의 평균 PRS는

6.12로 도출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를 기준으로 옥상 정원이나 언덕

그리고 정원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고, 자연호수가 주는 주의회복

효용 정도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둘째, 개인 정보에 따라 PRS의 차

이가 유발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로 이용 횟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 정보에 따른 ZIPERS의

차이가 유발되는지도 확인하였는데 환경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반

응이 결정되는 적정 이용 횟수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행인

수에 따라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낮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 셋째, 공간 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5개 공간 유형

별로 ANOVA분석과 넓이에 따른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안쪽 경

계부와 같은 소규모 공간 유형이 PRS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각 지점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경관들을 스케치한

뒤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시각적인 경관의 차이에 대해 논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들에 따라

주의회복환경 조성을 위한 두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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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 방법과 접근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밝혀내

지 못했던 주의회복환경의 영향 요인들과 구체적인 공간 유형들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지며 주의회복환경 조성과 그를 위한 관

리 및 정책 등에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겠다.

주요어 : 건강 환경 설계, 스트레스 저감 환경, 주의 회복 환경, 주의회복이론,

행태의 장, 행태 지도, PRS(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ZIPERS(Zuckerman

Inventory of Personal Reaction)

학 번 : 2010-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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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I

1.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시는 주로 가로 공간이나 공원을 포함하는 도시오픈스페이스를

통해서 새롭게 자연을 제공한다. 그 기능과 목적을 고려할 때 동식

물을 포함하는 생태계의 건강이나 종 다양성을 논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오히려 도시 공원의 기능과 목적은 도시 내 인공자연환경

을 도입해서 인간의 직·간접적인 건강 증진이나 웰빙을 도모할 때

설득력이 더 있어 보인다.

도시 내 공원의 인공자연은 녹지와 수(水) 공간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경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뉴욕의 센트럴파

크의 경우 341ha의 녹지와 인공호수 등을 통해 생태적 기능이 강조

되기보다는 도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19

세기 과밀화된 뉴욕은 센트럴파크를 통해 당시 뉴욕 시민들에게 건

강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센트럴파크는 지금까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건축물 안이 아닌, 외부 공간에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미국 내 최초의 대형 도시 공원을 통해 공공을 위한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또 다른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공원인



- 2 -

보스톤 에머랄드 넥클리스(Emerald Necklace)는 4.5km의 긴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민으로 하여금 여가와 휴식을 경험하게 하였

다. 이와 같이, 조경의 아버지로 불리는 옴스테드의 대표작들은 인

공적인 자연 공간을 통해 도시 내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초기 뉴욕과 보스턴에서 옴스테드는 도시민이 그의 작품들을 통해

피로가 저감되고, 기운이 회복되며, 기분이 전환됨으로써,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Olmsted, 1865, p.22;

Kaplan, 1995).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에 동의했고

심지어 열광하였다(Spann, 1981).

“Natural scenery employs the mind without fatigue and yet exercises it; tranquilizes it 

and yet enlivens it; and thus. Through the influences of the mind over the body, gives 

the effect of refreshing rest and reinvigoration to the whole system (Olmsted, 1865).”

이후 조경은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쳤고 다양한 분야와 영역으로 확장

되었다. 또한 여러 형태의 도시 공원이 조경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대형 공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과정

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들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젊고 유능한 설

계가들에 의해 새롭고 과감한 형태들이 그들의 설계 언어와 중심 개

념으로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하지만 때론 새로운 시도가 정작 그

안에서 이용하는 도시민의 이용 목적과는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들을

목격하게 된다. 그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도시민의 필요와 도시 공원

을 이용하는 목적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분 전환이나 한낮 오후

나무그늘 밑의 짧은 휴식과 같은 일시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교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긴 체류 시간 동안 휴식과 여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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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긴다는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일상적이며 일시적인 이용을 통한

여가와 휴식이 도시 공원의 이용 상 목적이 된다. 즉 도시 공원은

일상적이며 일시적인 이용을 통해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도록 하는

공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

고 있다. “가능한 최대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의 상태를 말

한다. 이는 단순히 장기적인 질환이나 각종 질병이 없는 것을 의미

하지 않는다.” 이상의 정의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의

수식어인 ‘가능한 최대의(complete)’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complete’이 완료된 의미가 아닌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가

능한 한 최대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을 추구하는 목표 설정

에 대한 정의임을 볼 필요가 있다.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 공원 조

성을 고민한다면 적어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을 목표로 최

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19세기 옴스테드는 비록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는 않았

지만 적어도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고민은 하였고, 초기 계획

안으로 사회적인 합의 또한 끌어냈다. 완공 후에는 이후의 동의 또

한 끌어냄으로써 사회적 웰빙에 대해서도 검증받았다. 하지만 조경

이라는 학문적 영역이 확고해지면서 그의 문제의식은 이후 조경가

들에게는 점점 희석된 듯 보인다. 건강이라는 주제는 개념적이고 추

상적일 수 있다. 큰 틀에서는 건강이라는 목표 설정에 동의할 수 있지

만 설계 언어로 가져갈 경우 조경가들에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다. 이

로 인해 작은 스케일 상에서의 논의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조경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참고가 되는 건강 관련 이슈

들을 다루고자 기본적으로 도시 공원의 일시적인 이용을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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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 관점에서 도시 공원 내 인공자연 요소들을 통

해 사람들이 얻는 건강효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주의회

복이론은 자연환경을 통해 인간의 스트레스가 저감될 수 있다는 개

념으로 Kaplan 부부(1989)가 제시한 이론이다.

본 연구는 조경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참고가 될 만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점유 공간과 행태에 주목하며, 점유되는

공간 지점별 환경의 건강효용을 살펴보기 위해 주의회복이론 관점

에서 대상들을 논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주의회복이론과 관련된

연구는 자연경관이 도시의 회색 공간에 비해 스트레스 저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진행되어 왔다(Hartig et al., 1996;

Kopela & Hartig, 1996; Hartig et al., 1997; Purcell et al., 2001;

Betro 2005; 이승훈, 2011; 유윤희 외, 2013). 자연숲이나 도시 내 공

원 및 녹지 공간, 옥상 정원과 같은 인공적인 자연경관과 그렇지 않

은 도시경관과의 주의회복 능력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참조할 만한 세부 공

간 유형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경 설계가들에게는 인공자연 요소를 도시 안에 도입해야 하는 대

의명분은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은 이용자들이 공간을 점유하고 그로

인해 얻는 효용가치에 바탕을 둔 설계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연구는 도시오픈스페이스를 통한 건강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도시 내 대표 인공자연 공간인 청계천을 대상으로 주의회복환경을

논하며, 그 안의 구체적인 공간 유형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

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계천의 주의회복 효

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청계천의 건강효용 정도를 논하고

자 한다. 둘째,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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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함으로써 계획 및 설계를 위한 기본 방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

째, 세부 공간 유형별 그 효용에 대한 차이와 의미 고찰을 통해 스트

레스를 저감시키는 물리적 공간의 특징과 유형들을 분류·제시함으로

써 향후 공간 설계 등에 유용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과정

1) 공간 및 시간적 범위

본 연구를 위한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계천 약

1.5km 구간을 선정하였다(그림 1-1). 청계천1)은 복개된 선형의 도

시 공원이다.

이용 행태와 점유 지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 (촬영) 시기로

옥외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한국의 대표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는

2013년 9월 25일, 28일, 10월 4일, 9일을 선정하였다. 각 조사날짜

선정은 비 오는 날과 흐린 날은 제외하였고 한낮 최고 온도가 20도

1) 청계천은 1958년 복개된 이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다가 1971년

청계고가도로가 개통된 이후 하루 12만 대의 통과 차량을 수용하는 선형

공간으로 인식되었다(이상헌, 2002). 하지만 2003년 7월 고가도로가 철거

되고 2005년 10월 청계천 복원 공사가 완공됨으로써(정규봉, 2005) 이제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와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다(김병욱 외, 2010). 청계천은 2005년 10월 준공 후 3개월간 1184만 명,

2006년 2825만 4천 명, 2008년에는 1376만 명, 2009년 1494만 9천 명이 이

용하였고, 이후 2010년 1768만 8천명을 넘지 않고 있다(홍주연 외, 2014).

청계천에서 볼 수 있는 이용 행태들은 주로 산책, 구경, 휴식, 앉아 있기,

사진 촬영 등이다(황지영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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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의 온도를 보이는, 옥외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하였다.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 변수와 그늘과 같은 이용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조사 일을 선별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

시까지 회당 27∼59분 조사하였다. 또한 일 2회에서 4회에 걸쳐 총

4일간 조사하였다. 총 촬영 시간은 8시간 17분 8초이며 총 촬영 누

적 거리는 33km이고, 총 촬영 횟수는 11회이다.

대상 공간의 주의회복환경 지각 정도와 환경에 대한 감정 반응 정

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이용자들의 점유

분포를 나타내는 행태의 장들로 분류된 공간들을 대상으로 총 268

명이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4년 9월 2일에서 9월 16일

까지이며 조사는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10일 동안 진행하였다.

그림 2-1. 연구범위 (청계광장에서 세운교 1.5km구간)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주의회복환경을 주제로 하는 환경-행태 연구2)로서 환경

과 행태를 하나의 연구 단위로 삼고 건강에 관한 내용들을 다룬다.

2) 사람과 환경을 하나의 연구 단위로 보는 환경-행태 연구의 방향과 이론의

중요성을 부록 1에서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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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다루는 기본 단위를 설정하기 위해 특별히 행태 심리학자인

Barker(1968)의 행태의 장 이론(Behavior Setting Theory)을 다루

었고 건강과 관련해서는 Kaplan 부부(1989)의 주의 회복이론

(Attention Restorative Theory, ART)을 본 연구의 주요 이론으로

삼고 있다. 행태의 장 이론에 근거하여 이용 행태별 점유 지점 정보

를 확인하였고, 주의 회복이론을 통해서는 도출된 점유 지점 공간

유형별 주의회복환경 효용을 다루었다.

3) 연구 과정

연구 과정으로 2장에서는 대표적인 도시 속 자연공간인 도시 공원

의 건강효용을 논의하였고, 도시 공원의 건강효용 중 하나인 정신

적 건강효용을 살펴보기 위한 개념으로 주의회복환경이론을 논하

였다. 또한, 행태의 장 이론의 정의와 한계 그리고 도시 공원에서의

행태의 장 이론의 설명 범위 및 도시 공원과 주의회복환경을 위한

개념적 의미를 논하고 있다.

3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논의한다. 크게 설문과 관찰이 연구 방법으

로 적용되었다. 첫째 관찰 방법을 통한 행태 지도를 활용하였고, 둘

째 이용자들의 스트레스 저감 효과를 알아보고자 주의회복환경 지

각 척도(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이하 PRS)와 환경에 대

한 이용자들의 감정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ZIPERS(Zuckerman

Inventory of Personal Reaction Scale), 그리고 청계천의 공간 인식

범위의 패턴을 확인하고자 인지 지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선행 연

구의 연구 방법들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에 적용된 내용들도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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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연구 결과 및 고찰로서 청계천의 주의회복환경 효용과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 그리고 주요 대표적인 공간 유형별 주의

회복환경 효용을 논하였다. 또한 마지막 절에서 두 개의 주의회복환

경 조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및 고찰을 요약하는 한편, 연구

의 한계 및 의의에 대해 논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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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구성

서론

이
론
고
찰

도시공원과 건강

- 도시의 자연

- 건강효용

- 청계천의 건강효용

주의회복환경이론

- 정의 및 내용

- 환경반응과의 관계

- 공간적 범위 

행태의 장 이론

- 이론의 정의 및 내용

- 이론의 설명 범위 

- 도시공원에서의 행태의 장 이론 

⇩
주의회복환경으로서의 행태의 장 

연
구
방
법

비디오촬영 ⇨ 데이터코딩 ⇨ 행태지도 ⇨ 행태의 장 

⇨ PRS & ZIPERS ⇨ 스케치 

연
구
내
용

행태의 장  

⇩
행태의 장과 PRS 

- 물리적 공간 유형

- 행태의 장의 유형별 넓이와 PRS

- 행태의 장의 주의회복 환경 

청계천의 주의회복환경

 
- 청계천의 주의회복환경 효용

- 주요 공간유형별 효용

- 이용자 특성에 따른 영향

⇩
청계천의 주의회복환경

결론

표 1-1. 연구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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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태의 장과 주의회복환경

1. 도시 공원과 주의회복이론

1) 도시 공원의 건강효용

도시의 자연은 일반적으로 공원을 통해 새롭게 제공되거나 기존의

식생이나 하천을 보존 혹은 복원하는 형태로 유지된다. 도시화에 따

른 반발로 남아 있는 자연을 보존하거나 새롭게 조성하는 문제는 다

른 도시 시설을 개발하는 일에 비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끄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가를 고려할 것이다. 이는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동경 혹은 친숙

함 등과 같은 내재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동경은 내재적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Maller et al., 2009). Wilson(2007)에 따

르면 자연은 심리적, 감정적, 그리고 초월적인 면에서 인간에게 필수

적인 환경으로 인식된다. 자연이 심리적, 감정적, 초월적인 면에서 안

정감을 주는 필수적인 환경이라 할 때 도시 속 자연 공간인 도시 공

원은 건강과 행복이라는 인간의 기본 권리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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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중화된 최초의 도시 공원으로 언급되는 센트럴파크도 건강과

행복이라는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해 고민한 결과 만들어진 것이었

다.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는 도시민은 18세기 산업혁

명 이후 지속되고 있는 도시화를 통해 자연이 제공하는 환경과 그 효

용들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옴스테드는 도시

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거대한 인공자연 공간을 제시하게 되었고, 당

시 뉴욕은 도시 내 거대 공공 자연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

다. 당시 센트럴파크는 도시에서 사람들의 피로를 저감시키고, 기운

을 회복시키며, 기분을 전환시키는 환경으로 만들어졌고(Olmsted,

1865; Kaplan, 1995), 도시 내 모든 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환

경으로(Reiss, 2000, p.5) 인식되었다. 과거 센트럴파크는 도시 내 자

연 요소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도시민의 건강 증진을 모색하였

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제시되었다. 오늘날에도 국내외

를 막론하고 도시 공원은 도시의 대표적인 자연 요소를 포함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다.

도시 내 녹지는 인간에게 육체적, 생리학적, 정신적, 심리적/감정적,

사회적 효용이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성종상, 2014). 도시 공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도시 내 자연을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인간

에게 건강효용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도시 공원은 이용자 입장

에서 크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Kaplan,

1983; Hill, 2002; Hartig, 2007). 육체적 건강효용으로 운동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이나 활동을 통해 가능하며(Cohen et al., 2007;

Floyd et al., 2008; Shores & West, 2010), 정신적 건강효용은 잠

시 공간을 점유하는 정적인 활동들로 주로 자연을 바라보고 그 안

에 있음을 통해서 스트레스 저감이 가능하다(Kaplan & Kaplan,

1989; Kaplan; 1995). 그밖에 개개인의 초월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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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통한 건강효용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 공기 정화, 수질 정화

등과 같이 그 자체를 통한 건강효용도 언급할 수 있다(Maller et

al., 2009).

2) 청계천의 건강효용

청계천은 작은 온도 저감 효과라는 건강효용이 있고(Han, Soo-Gon

& Huh, Jung-Ho, 2008), 문화를 즐기고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

되고 있다(이윤구 & 김흥순, 2013). 특별히 본 연구의 조사 범위인

청계천 광장에서 세운교까지는 앉아 있거나 서서 구경하는 등의 정

적인 행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황지영 외, 2011) 정신적인 건강 효용

이 높은 구간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정적인 활동들을 통한 청계

천 조사 구간의 건강효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오픈스페이스를 통한 건강 효용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자연환

경을 바라보고, 자연 속에 들어가며, 자연 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고 함께함으로써 가능하다(Pretty et al., 2005; 성종상, 2014). 청계

천은 4∼5m로 깊게 파인 형태로 인해 주변 도심과는 시각적으로

분리된 공간이며, 그 안에는 물이 흐르고 수변과 벽면으로 녹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로 인해 청계천 내부의 물과 녹지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유도된다. 이러한 청계천의 공간적인 특징 자체가 주변 도

심과 구별되는 환경 속에 있음을 느끼게 하며, 그 안의 자연 요소들

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잠시 휴식 등을 위해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유할 때 각 지점들은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

이라 할 수 있다. 청계천의 주변 환경과 다른 특징, 자연 요소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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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향함, 그리고 그 안에서의 능동적인 공간의 점유는 도시오픈

스페이스의 건강효용을 얻기 위한 방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다(Pretty et al., 2005; 성종상, 2014). 이는 또한 자연환경을 통해

스트레스가 저감된다는 주의회복이론과 관련이 높다.

3) 주의회복이론

주의회복이론은 도시 공원 내 자연 요소들에 의해 스트레스가 저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다. 주의회복이론은 스트

레스의 원인으로 인간의 지향적 주의(Directed Attention)와 스트레

스를 저감시키는 불수의적 주의(Involuntary Attention)에 대해 말

한다(Bell et al., 2001). 지향적 주의는 집중과 노력을 요하는 일을

행할 때 작동하며, 지속될 경우 심리적, 육체적 피로(fatigue)가 유발

된다. 하지만 불수의적 주의(Involuntary Attention)는 어떤 노력이

나 집중도 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향적 주의에 의해 발생한 피로를

저감한다. 이러한 불수의적 주의가 발생하는 환경을 통해 스트레스

가 저감된다는 이론이 주의회복이론이다(Kaplan & Kaplan, 1989).

주의회복이론을 주창한 Kaplan 부부(1989)에 따르면 특정 공간에서

‘벗어남(Being Away)’, ‘규모(Extent)’, ‘매혹감(Fascination)’, ‘적합

성(Compatibility)’을 느낄 경우 그 안의 이용자들은 스트레스 저감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한다. Kaplan 부부가 말하는 이상의 4개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벗어남(Being away)’은 일상에서 벗어난 환

경을 통한 사람들이 갖는 느낌으로 심리적 혹은 물리적 거리 등에

따라 주어진다(Kaplan, 1995). ‘규모(Extent)’는 환경에 대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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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인식하는 범위(scope)와 그 안에서 물리적 환경 요소들이 짜임

새(Coherence) 있게 구성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ibid, 1995). 각 요

소들이 과도한 지향적 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혼란스러운 환경

과 반대되는 짜임새(Coherence) 있게 구성된 일정한 공간적 범위로

이해된다. ‘매혹감(Fascination)’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있는

공간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결

정되는 사항이다(Kaplan, 1995). 즉 매혹감이 강한 공간이란 이용하

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길 원하며, 강

한 흥미 거리들이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 매혹감은 ‘가벼운 매혹감

(soft fascination)’과 ‘강한 매혹감(hard fascination)’의 두 가지 형태

로 구분할 수 있다(Kaplan, 1995; Herzog & Strevey, 2008). 전자는

가벼운 심미적 즐거움(esthetic pleasure)을 말하며 후자는 어떤 사

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전율과 같은 심리 상태를 말한다

(Herzog et al., 1997).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도시 공원의 자연 요소

는 주로 ‘가벼운 매혹감’을 주는 공간이다(Kaplan, 1995). 반대로 ‘강

한 매혹감’은 세계적인 절경을 통해 제공되는 특별한 경험으로 이해

된다. ‘적합성(Compatibility)’은 환경이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것과

그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의 부합 정도를 설명한다. 개인의

의도와 환경 사이의 상호 호완성이 성립될 때의 상황이다(Kaplan,

1995). 즉, 도시 공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들의 여러 목적들과 그

환경이 제공하는 것이 일치할 때 적합성 개념을 언급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휴식을 위해 도시 공원 내 어떤 지점을 점유하였을 경우 그

점유 환경이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높을 때 적합성

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 공원 안에서의 주의회복환경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며,

그 범위의 공간 구성들을 통해 일상과 다른 느낌을 주지만 특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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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가벼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를 위한 공간의

구성은 짜임새 있게 복잡하지 않은 정돈된 환경이어야 하며, 각 개

인의 이용 목적 및 성향과 부합해야 한다. 즉, 도시 공원을 통한 주

의회복환경 조성은 개인의 특성 및 반응, 공간의 구성, 그리고 공간

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주의회복환경을 조성할 경우 어떤 유형과 패턴을 보이는 공간에서

매력을 느끼고, 일상과 벗어난 환경으로 인식하며, 그리고 짜임새

있게 정돈된 환경으로 인식하는가가 중요한 내용들이 된다. 짜임새

와 매력은 특별히 인공자연 요소와의 관계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주의회복이론은 자연환경을 통한 스트레스 저감을 주

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 요소와 인공의 요소들 사이의

배치와 구성에 따라 짜임새와 매력이 결정된다.

또한 주의회복환경은 사람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

문에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Altman, 1975; Bell et al., 2001). 주의회복이론

자체가 개인의 특성 및 반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라는 사회적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주의회복환경 단위

많은 연구들에서 불수의적 주의(Inveoluntary Attention)가 작동하

는 환경은 자연환경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연을 담은 사

진이나 영상매체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Ulich, 1984; Korpela & Hartig, 1996; Hartig et al., 1997;

Laumann et al., 2001; Hartig et al., 2003; Beil & Hanes, 2013).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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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 내 인공자연 요소 역시 스트레스를 저감하는 환경으로 작

동할 수 있음이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이승훈, 2011). 즉 조

경을 통한 도시 내 인공의 자연환경을 도입해야 하는 대전제는 이

미 증명된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참고

할만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 저감을 야기

하는 구체적인 환경과 그 안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Velarde & Tveit,

2007), 구체적인 환경 단위 설정과 그 안에서의 주의회복효용에 대

한 논의가 요구된다.

청계천의 경우 끝임 없이 사람들이 방문하고 다양한 행태가 발생한

다. 그로 인해 이용상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구체적인

환경 단위를 설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로 인해 지금까

지 연구 대상지들은 OO공원, OO숲, OO 옥상 정원과 같이 통칭할

수 있는 단일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어서 논의되는 행태의 장 이론(Behavior Setting Theory)에 주목

하여 본 연구는 주의회복환경 단위 설정을 위한 경계 설정이 가능함

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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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공원에서의 행태의 장3)

1) 행태의 장 이론

행태의 장 이론은 인간 행태에 주목할 경우 도시 공원이라는 다양한

행태가 중복 반복되는 환경에서 그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이론이다

(Barker, 1968). 실내 소규모 공간들의 경우 명확한 경계와 목적이

정의되지만 넓은 도시 공원에서는 끊임없이 변하는 이용자들의 점

유 환경에 대해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

만 행태의 장 이론에 따르면 도시 공원 상에서도 그 단위 경계에 대

한 설정이 가능하며 그 행태 또한 내용적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행태의 장이론4)은 작은 규모의 상황들에 적용되는 ‘grand theory’

의 한 종류로서, 높은 내부적인 일관성을 보이며, 논리적이고 명확

한 이론이다. 또한 개념적이고 통합적인 이론임과 동시에 관찰이라

는 경험적인 데이터 사용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이론이다

(Popov & Chompalov, 2012).

Barker (1968)에 따르면 하나의 행태의 장 (behavior setting)은 각

행위자의 행위의 반복으로 발생하며, 하나의 특별한 장소에 발생하

는 인간행동의 고정된 패턴이다. 하나의 행태의 장은 주요한 하나

의 행동 패턴을 담고 있다는 개념이며, 하나의 전체 공간 안에 많은

하위 행태의 장들이 있음을 말한다(Bechtel, 1987). 또한 행태의 장

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의 경계 안에서 정형화된 행동이 유발하도

록 하는 물리적인 대상과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스케일의 사회적

3) 김무한 외 (2014)의 내용을 일부 편집 후 재사용

4) 부록1에서 행태의 장이론의 필요와 배경에 대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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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정의되기도 한다(Wicker, 1987; Fuhrer, 1990; Popov &

Chompalov, 2012). 이 행태의 장에는 그 안에 존재하는 규칙이 있

으며, 각기 다른 행태의 장들은 각기 다른 규칙이 존재하며, 이러한

규칙들은 문화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Rapoport, 2005).

하나의 행태의 장 (behavior setting)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

요 특징으로 식별 될 수 있다. 1)자연발생적이며, 구체적인 지리적

위치와 환경(milieu)을 가지며, 2)역동적인 점유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일시적인 경계를 갖고, 3)그 경계는 그 안에 들어가고 나

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행태의 장은 독립된 관찰

자에 의해 식별이 가능하다 (Barker, 1968; Heft, 2010). 4)데이터 수

집 대상은 특정 환경에 있는 행위자와 그들의 행위가 되고, 이러한

데이터는 연구자의 관찰에 의해 수집 된다 (Barker, 1968; Popov &

Compalov, 2012).

2) 행태의 장 이론의 설명 범위

행태의 장 이론은 주류 심리학에서는 환영받지 못해왔다. 그 이유

는 심리학의 주요 연구 내용인 행위에 대한 동기와 성격, 감정 등과

같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미 심리학에서는 행태

주의(behaviorism) 관점에서 인지적(cognition) 관점으로의 한 차례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Price, 1990). 심리학자들은 행태주의 관점

의 행태의 장 이론을 이미 유행이 지난 이론으로 생각하였다. 행태

의 장 이론은 관찰에만 의존한 연구로서 관찰 가능한 행위자의 물

리적 위치, 발생 시간, 점유자의 특성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중요시하는 개인의 인지적 부분을 밝혀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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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계를 지닌다(Perkins et al., 1988). 또한 사적이고 비공식적

인 활동은 접근상의 문제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양적인 연구의 속성상 생략되는 내용들이 발생한다(ibid, 1988). 즉

행태의 장은 공식적이며 오픈된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양적인 연구

로 인해 소수의 값은 제외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

계가 반대로 대중을 위한 공간을 설계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유효

한 개념이 되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환경에 대한 특징을 도출하는

데에도 유용한 개념이 된다.

3) 도시 공원에서의행태의장

앞서 언급한 행태의 장 이론의 한계로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은

설명하지 못함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도시 공원을 포함하는 도시오

픈스페이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계로 작용하지 않음을 볼 수 있

다. 우리가 흔히 공공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도시 공원, 광장, 거

리, 커뮤니티 가든, 녹도(greenway)와 같은 공간들은 도시오픈스페

이스로 불리며 이러한 공간들은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열려 있는

공간들로 정의된다(Carr et al., 1992). 그리고 도시 공원을 포함하는

도시오픈스페이스는 ‘세 번째 공간(third places)’으로 정의되며 집

과 일의 영역을 넘어 개개인들이 유쾌하게 모이고, 격식에 얽매이

지 않으며 정기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Oldenburg, 1989; Francis, 2003).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논의한 행

태의 장 이론의 비공식적인 활동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적어도

도시 공원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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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오픈스페이스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 작용

(Rapoport, 1990)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환경-행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관점과 적절한 방법을 통해 도시 공원 상의 행태

와 그 행태를 담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관찰에 의한 방법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인간이 태어

나는 순간부터 갖게 되며 좀 더 구체적인 신체 언어들을 배우고 익

히게 된다. 인간은 웃고, 윙크하고 안아주고 하는 것에서부터 허리

를 숙이고 인사하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등, 하나의 사회에서 공

유되며 세습되는 다양한 신체 언어들을 체득해 간다(Morris, 1977).

또한 각각의 신체 어휘들은 각 행위와 장소와 연결되면서 수많은 상

징적 어휘들로 발전하며 한 사회에서 공유되며 답습된다(Goffman,

2008). 이러한 개개인의 행위 기반의 어휘들은 하나의 사회와 각 사

회의 공간적인 특징들을 이해하는 데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공유되는 신체 어휘들은 공간적인 의미와 연결시켜 구체

화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들이 습관적이며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하

는 일상화된 행동들로 구성돼 있다(Rapoport, 1990). 그 배경에는 물

리적 환경 설정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행태의 유형 및

방향 등에 영향을 준다(Gibson, 1977). 각 행위자들의 환경에서의 존

재는 하나의 비언어적 표현이자 다른 이들과의 비언어적 소통이다.

이들 존재의 비언어적 소통의 의미는 다른 이들의 유사한 행위를 이

끌고, 하나의 패턴을 이끈다. 여기서 각 패턴들이 분류 되고 일정한

범위를 갖게 될 때 이는 앞서 논의한 행태의 장이 된다.

Francis(1989)는 공적인 영역5)을 공공의 것으로 인식되며, 가치가

5) 공적인 영역(public territory)은 Altman(1975)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접근에

제한이 없으며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에 따라 조절되는 공간을 말한다. 그밖에

1차 영역(primary territory)과 2차 영역(secondary territory)이 있다. 1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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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절되는 경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

이 공적인 영역은 조절된다는 것이다. Lynch(1984: Francis, 1989)는

공적인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관의 조절을 위해 5개의 지표를 제시

하고 있다. 즉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이용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지며 공간에 대한 일시적인 소유가 허용되며, 자신들의 일시

적 소유를 위해 어느 정도의 공간 변화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의 일시적 소유와 사용

을 자연스럽게 양도하는 권리들이 허용되는 경관이 공적인 영역으

로서 조절된다. 요약하면 공적인 공간에서 이용 주체들의 권리가 어

떤 규칙과 패턴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이

러한 규칙과 패턴은 정치,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행태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맥락이 된다(Luke et al., 2002).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행태의 장 이론을 통해 설명하기 어려운 부

분이 남아 있다. 즉, 이용자 개인의 심리적인 내용과 의미는 다루지

못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순서상 행태의 장별 유형

을 분류하고 그 안의 이용자들의 심리적인 상태 및 의미 등을 살펴

본다면 더욱 실증적인 결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주의

회복환경 지각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요약하면 행태의 장은 도시 공원 내에서 단일의 행태가 발생하는 점

역은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점유되거나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다른 이들에

의해 분명히 인식되는 영역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반영구적 점유나 사용자에

의해 조절되는 공간으로서 점유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바탕을 둔 영역을 말

한다 (Altman 1975, p.112). 2차 영역(secondary territory)은 1차 영역에 비해

점유자에 의해 덜 조절되며, 덜 심리적인 중심성을 가지며 또한 외부자의 접

근을 더 많이 허용하는 영역을 말한다. 2차 영역에서는 영역을 잘못 이해하거

나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Altman 1975,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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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지점들이 중복 반복될 경우 일정한 공간적인 경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앉는 행위가 발생하는 지점들의 중복과 반복은

앉는 행태에 대한 행태의 장을 갖게 하고 그 경계로 인한 점유 지점

에 대한 공간적인 특징과 유형들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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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회복환경으로서의 행태의 장

지금까지의 주의회복이론이 적용된 연구는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의회복환경

단위는 추상적 범위 혹은 공원, 숲, 쇼핑몰과 같은 큰 단일 대상 단

위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Velarde와 Tveit (2007)는 주의회

복환경 연구가 구체적인 환경과 그 안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회복환경 단위

의 공간적 범위와 그 안의 구성 내용들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회복환경 단위의 공간적 범위와 그 안의 구성 내용은 점유 지점

과 점유 지점에서 보이는 시각적인 정보와 관련이 있다. 도시 공원

내 일시적인 공간 점유로 앉거나 눕거나 서 있거나 하는 정적인 행

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선택을 하며, 그 지점들에서 보이는 일상

과 다른, 매력적이며 짜임새 있는 자연환경 요소들은 그들의 주의회

복효용을 얻는 대상이 된다. 청계천의 경우 점유한 지점에서 보이는

전면의 모든 환경요소들이 주의회복효용을 얻는 대상들이 된다. 그

러므로 정적인 행위들에 바탕을 둔 행태의 장들은 주의회복효용 대

상을 결정하는 지점들에 대한 정보를 주며 각 행태의 장에서 보이는

점유자의 정면의 모든 환경은 주의회복효용 대상이 된다.

정적인 행위는 ‘서다’, ‘앉다’, ‘눕다’로 구분이 가능하다(김효경 & 정

성원, 2010). 이로 인해 서 있는 행위가 유발되는 행태의 장, 앉는 행

위가 유발되는 행태의 장, 그리고 눕는 행위가 유발되는 행태의 장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의회복환경을 논하기 위한 점유 지

점에 대한 공간적인 범위는 우선 행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별로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범위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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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개인의 공간 인식 범위는 도시나 지역 단위에서부터 자신

이 위치한 주변 환경의 작은 범위까지 다양하다(Saarinen, 1976;

Feimer, 1981).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간 인식 범위의 차이에

따라 점유 지점에서 보이는 주의회복효용 대상이 차이를 보일 수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건강과 관련된 공간 계획을 위해 행태의 장 개념이 언급되고

있다(Thompson, 2007). 행태의 장 개념은 이용상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며, 그 공간적 범위 안에서 주의회복환경을 논할 수 있게 한

다(Moore & Cosco, 2007). 행태의 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도시 공원

의 점유 패턴과 경계, 그리고 이용에 따른 공간 유형을 세분화해 준

다. 이 세분화된 공간 정보는 각종 관리 혹은 공간을 통한 다양한

목표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단위 공간과 유형들이 될 수 있다. 최근

건강에서 행태의 장 이론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

에서이다. 하지만 주의회복환경과 관련해서는 행태의 장 이론이 행

위를 바탕으로 한 점유 지점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점유자가 바라

보는 대상이 중요함을 고려해야 한다.

청계천의 공간적인 특징과 그 안의 정적인 행위들은 주의회복이론

과 관련이 있다. 즉, 청계천의 주변환경과 다른 특징은 ‘벗어남

(Being Away)’을 느끼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되며, 자연 요소로

시선이 향함은 ‘매력감(Fascination)’과 관련이 있고, 공간의 일시적

인 점유 행위를 통한 능동적인 참여는 주의회복이론의 ‘범위

(Extent)’와 ‘적합성(Compatibility)’과 관련이 있다. 주의회복이론

자체가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들이 위치한 지점과 그곳에서 보이는 환경,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지점, 그들이

바라보는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반응들에 의해 환경에 의한 주의



- 25 -

회복효용이 결정된다. 구체적인 지점들에 대한 정보는 행태의 장

이론을 통해 행위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각 개인의 반응은 주의회

복효용 정도를 물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바라보는 환경은

주의회복이론 관점에서 그 특징들을 논의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행태의 장 이론의 관점에서 구체

적인 점유 지점별 환경 유형, 각 점유 환경에서의 주의회복효용, 그

리고 주의회복과 관련된 각 점유환경에서 보이는 경관에 대한 분석

을 통해 구체적인 주의회복환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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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개요

본 연구는 행태별 점유 지점 정보 수집을 통한 행태의 장 도출, 각

점유 환경을 통한 스트레스 유발 정도와 스트레스 저감 정도의 확

인, 각 점유 공간에서 보이는 경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의회복환

경 관련 논의를 위한 연구 방법들을 고안하였다.

첫째, 정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행태의 장의 분포와 공간 유형을 확

인하기 위해 관찰6)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수집된 데이터의 코딩 그

리고 행태지도를 활용하였다. 둘째,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설문 내

용으로 연구 대상지 전체의 주의회복환경 정도를 묻기 위한

PRS(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의 문항들, 응답자들의 특성

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개인 정보 수집, 환경 인식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지도 작성 과정이 있으며,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정

6) 관찰방법론(methodology)의 개념적 논의를 부록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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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확인하는 ZIPERS(Zuckerman Inventory of Personal

Reaction Scale)의 문항들이 있다. 셋째, 정적인 행위를 대표하는

앉는 행위가 발생하는 행태의 장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경관들을 분

석하기 위해 스케치를 활용하였다.

분석도구로 요인분석, ANOVA분석 , t-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1을 사용하였고 행태의 장 도출을 위

해 ArcMap 10.1을 사용하였다.

그림 3-1.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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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태의 장 도출7)

청계천 내 정적인 행위가 유발되는 점유 지점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확보된 데이터를 통한 물리적 공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패턴분석이 요구되었다.

1) 점유 지점 정보 수집

정적인 행위가 유발되는 점유 지점들은 관찰에 의해 수집되었다.

관찰 방법으로 육안 관찰, time-lapse에 의한 관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각각의 관찰의 장·단점들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비디오

캠코더를 이용한 눈높이 이동 촬영을 실시하였다(표 3-1 참조). 눈

높이 이동 촬영을 통해 지형지물의 장애물 등에서 행위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 등을 기록할 수 있었고 이용 행태별 위치 기록

과 모든 공간에서 촬영이 가능하였다. 또한 1인 관찰자로도 동시다

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행태에 대해 정확하게 위치 표시를 할 수

있었고, 위치의 성격, 관찰 대상 수 파악에 용이하였다. 정확한 이용

시간 및 빈도와 같은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다양한 질적 파악이 용

이하였으며, 관찰 자료의 반복적인 확인이 용이하였다. 단점은 이용

동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한 관찰 대상의 연속 흐

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관찰자의 현장 체류, 조사자의 시간과 노력, 숙련이 요구 되었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적인 행위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

기 때문에 이용 동선 확인에 대한 어려움은 한계가 되지 않았다.

7) 본 절은 김무한 외(2014)의 내용 일부를 편집 및 재사용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 29 -

구 분 육안 관찰 Time-Lapse
장점 단점 장점 단점

궤적
분석

동선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용 중에 나타나는 행동을 디테일하게 서술하기 용이하다. 
연구 목적에 필요한 동선만을 선택하여 기록하기에 용이하다. 

모든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동선에 대한 양적인 기록이 어렵다. 
한 사람을 추적하여 기록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궤적은 놓치게 된다. 

관찰 간격에 의한 궤적 분석이 어렵다. 

궤적의 도면 기록이 용이하다. 
동선에 대한 숫자 계산이 용이하다. 
정확한 시간 간격에 의한 동선의 반복적인 행태 분석이 용이하다. 

평면적인 대상지에서만 가능하다. 
한정된 화면으로 행위자의 이용 목적 판단이 어렵다.  

밀도
분석

이용 행태별 위치 기록에 용이하다. 
모든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동이 많은 곳은 동시 위치 표시를 위해 많은 관찰자가 필요하다. 

일인 관찰자로도 동시다발 행태의 정확한 위치 표시가 쉽다. 
관찰 간격에 의한 정확한 숫자 파악이 쉽다. 

위치의 성격 분석이 용이하다. 
화질상의 문제로 그늘과 같이 어두운 곳을 이용하거나 무리를 지어 모여 있는 경우 구분이 어렵다. 

이용자
수 분석

목적별 이용자 수 기록이 용이하다. 
모든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밀도 분석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관찰자가 필요하다. 
단일 관찰자로도 정확한 시간 간격에 의한 이용자 분석이 용이하다. 

이용
시간 분석

정확한 이용 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 
이용 목적별 기록이 용이하다. 

다수 관찰자의 장기 체류 관찰이 필수적이다. 
관찰자의 현장 체류가 요구되지 않으며 착석 시간, 빈도 수 분석이 매우 용이하다. 

행태의 질적 분석
행태의 목적이나, 행태의 디테일을 서술하기 용이하다. 

이동이 많은 곳은 행태의 질적인 파악이 어렵다. 
작은 공간의 근접 촬영은 행태의 디테일에 대한 서술도 가능하다. 

행태의 목적이나 행태의 미세한 디테일을 파악하기 힘들다. 
표 3-1. 육안 관찰과 Time-lapse 장·단점(조창완 & 진양교(1998) 표 재인용)

촬영에는 비디오 캠코더 캐논 VIXIA HFM 41 기종을 사용하였다.

촬영의 숙련을 위해 파일럿 촬영을 실시하였고, 이동 중 발생하는

흔들림으로 인해 안정된 화면 영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확인

하였다. 또한 촬영된 영상의 사진 캡처를 하였을 때에도 영상의 흔

들림으로 인한 행위자의 위치와 구체적인 행태를 파악하기 어려웠

다. 이로 인해 촬영 중 발생하는 흔들림 보정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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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촬영 장비

흔들림 보정을 위해서 기존 액션 영화 촬영 등에 사용되는 흔들림

보정장치의 원리와 개인용 장비 제작 방법 등을 참조하여 본 연구

를 위한 흔들림 보정장치8)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그림 3-2).

이로 인해 촬영된 영상 분석에 어려움이 없었고 영상을 사진 캡처

했을 때에도 분석이 용이한 선명한 사진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촬영에 대한 허가 부분은 개인 캠코더를 이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촬

영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관찰자에 의한 이용자의 행태에 영향

을 줄 가능성이 있어 관찰자가 도보로 이동하며 촬영함으로써 이용

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일상의 행태

를 관찰하기 때문에 관찰 이상의 것들을 얻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

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시간을 두고 반복 촬영함으로써 최대한 많

8) http://www.youtube.com/watch?v=da4dTGk-G6g(by Jorge Martinez)에

있는 제작 방법을 참조해서 제작하였다.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부속

들은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여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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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위자와 그들의 행위를 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행위자들의

행동 패턴과 각 행태의 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촬영 구간은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청계광장 인근의 폭포가 있

는 지점에서부터 한빛타워를 지난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왕복 11

회, 총 누적거리 33km)을 촬영하였다.

  촬영일 촬영 시작 시간  촬영 기간    기온 °C    풍속 ㎧ 캡처한 사진 수

2013.09.25. 
(주중)

12:19:47 40′ 2″ 22.1 4.2 2357
14:56:44 34′ 48″ 24.1 3.1 2051
15:33:24 41′ 23″ 23.9 4.9 2438
18:57:37 43′ 10″ 20 4.8 -

2013.09.28. 
(주말)

12:46:15 44′ 40″ 18.2 1.7 2655
15:34:22 46′ 43″ 19.8 2.8 2783

2013.10.04. 
(주중)

12:01:19 46′ 29″ 20.6 2.5 2727
15:21:35 47′ 23″ 24.9 2.4 2786
18:47:09 47′ 23″ 20.3 0.7 -

2013.10.09. 
(휴일)

13:33:42 53′ 37″ 25.7 2.9 3153
16:33:53 52′ 00″ 25.5 2.3 3056

표 3-2. 촬영일과 촬영 시간 정보(김무한 외(2014) 그림 재인용)

* 참고:  야간 촬영은 본 연구에서 제외함, 기온과 풍속은 촬영 시간을 기점으로 기상청
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로 인해 기온과 풍속은 촬영 시작 시간의 온도와 풍속을 나타낸다.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변수와 그늘과 같은 이용 행태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조사일 평균 온도는

섭씨 17도∼22도로 야외 활동하기에 스트레스가 적은 시기

(Matzarakis & Mayer, 1996; Thorsoon, 2007)였으며, 11도∼25도

사이였다. 풍속은 최소 1.2 m/s, 최대 4.9m/s로 대상지별로 평균 2.7

∼ 3.0 m/s 정도의 풍력 계급 1등급으로 얼굴에 바람이 느껴지고 나

뭇잎이 흔들리는 미풍이 부는 시간대에 조사하였다. 조사일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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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25, 28일, 10월 4일, 9일로 평일 2일과 주말과 휴일 2일을 선

택하였다. 야간 촬영 내용은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총 9회의 촬영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점유 지점 정보와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캡처

프로그램인 Ancamera 버전 3.6을 사용하여 영상별로 1초 단위의

캡처 사진들을 확보한 후 각 사진들을 통해 영상에 담긴 행위자들

의 행위, 위치, 행위자 정보를 수집하였다. 각각의 촬영일 정보와 분

석을 위해 캡처한 사진의 수는 표 3-2와 같다.

2) 공간 유형 분류

확보된 영상 캡처 사진을 통해서 사진에 출현한, 앉아 있는 사람들

의 성별, 연령에 따라 점유한 지점들의 위치 정보를 데이터로 코딩

하였다. 코딩 작업은 ArcMap 10.1을 사용하였다. 확보된 사진 자료

의 경우 동일한 인물이 연속적으로 사진으로 캡처된 경우 최초의

사진을 정보 입력을 위해 사용하였다. 코딩된 데이터 입력을 위해

서 위성 영상의 정확한 보정이 요구되었다. 조사 지역의 정확한 현

황 자료와 스케일이 적용된 도면을 사용하기 위해 서울시 위성 영

상을 ‘Korea 2000 / Korea Central Belt 2010’에 맞게 보정하였고

오차 값을 최소화 하였다(오차 값: 1.896m). 보정을 위한 툴로

ArcMap 10.1의 ‘Georeferencing’을 사용하였다. 보정된 위성 영상

위에 1m×1m의 격자를 삽입하여 확보된 캡처 사진을 토대로 각 행

위자의 위치를 입력하였다. 전체 코딩된 행위자 수는 3,751명이며,

성인 남녀, 노인 남녀, 어린이 남녀, 청소년 남녀로 구분하여 입력하

였다(그림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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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코딩된 도면 예시

코딩된 샘플 사이즈는 기존 선행 연구 샘플 크기 수준을 감안하면

상위 수준의 샘플 수를 얻었다(표 3-3 참조).

Reference Type No. of Sites
Total sample size

Average sample size per a site
No. of observers

Golicnik & Thompson(2010) urban park 3 9636 3211 + 1
Shores & West (2010) urban & rural park 55 6545 119 6

Cohen et al. (2007) urban park 8 2000 250 5
Floyd et al. (2008) urban park 28 7043 252 +4

김효경 & 정성원 (2010) urban park 1 1549 1549 6
김용수 외(2006) children’s park 4 674 168 0 Camcorder

본 연구 urban park 1 3751 3751 1 with Camcorder
표 3-3. 선행 연구 데이터 수집 대상, 샘플 수, 관찰자 수와의 비교

정적인 행위를 보이는 점유자들의 위치를 통해 점유 패턴과 물리적

공간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분석 과정을 거쳤다. 먼저

1m×1m 격자 안에 중첩되는 점유자들의 수를 각 그리드 상에 입력

하였다. 입력 방법으로 점(point)으로 코딩된 데이터와 그리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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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명령어를 통해 다른 레이어로 만들었고 도출된 점유자 숫자

를 정보로 갖는 레이어를 Hot Spot Analysis를 사용하여 전체 점유

자들의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도출하였다(정교한 분

포도를 도출하기 위해 ‘distance band’ 값을 1.8m로 입력하여 계산

하였다). 이는 점유 지점들에 대한 분포도로서 전체 조사 구간에서

정적인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들에 대한 정보를 도출한 것이

다. 이를 통해 도출된 그리드 안의 각 셀들 중에서 p값이 0.05 이하

를 보이는 유의한 셀들만 행태의 장의 기본 단위 셀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서로 연결된 격자들을 하나의 행태의 장으로

분류하였고, 각 행태의 장은 넓이 값을 가지게 되어 각 행태의 장의

크고 작음과 물리적 공간 유형별 크기를 논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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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Stimulation conditions(overall PRS 7-point scale / overall PRS 11-point scale *) 
# of respondents presentation modes # of questions

Hartig et al. (1996)

8 sites
Ÿ natural outdoor low 
Ÿ natural outdoor high
Ÿ natural indoor low
Ÿ natural indoor high
Ÿ built outdoor low
Ÿ built outdoor high
Ÿ built indoor low
Ÿ built indoor high

115(58 female, 57male undergraduate students)
on-site, video, slides, imagined

BA FA CO CM
2 5 4 5

total: 16 questions (7-point scale)

Kopela & Hartig (1996) 

2 sites
Ÿ favorite place(5.57/8.76*)
Ÿ central square(3.02/4.57*)
Ÿ unpleasant place(2.18/3.42*)

78(49 female, 29 male undergraduate students)
on-site

BA FA CO CM
 2  5  4 5
total: 16 questions (7-point scale)

Hartig et al. (1997) 

8 sites
Ÿ natural outdoor high (5.31/8.34*) 
Ÿ natural outdoor low (4.68/7.35*)
Ÿ natural indoor high (3.51/5.52*)
Ÿ natural indoor low (2.77/4.35*)
Ÿ built outdoor high (4.75/7.46*)
Ÿ built outdoor low(1.73/2.72*)
Ÿ built indoor high(4.71/7.40*)
Ÿ built indoor low(1.88/2.95)

115 (58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on-site
video simulation

BA FA CO CM
 2  5  4 5

total: 16 questions (7-point scale)

표 3-4. PRS 적용 선행 연구

3. 설문

1) PRS(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주의회복환경 이론의 네 가지 항목들에 대한 설문에 의한 측정 방

법은 Hartig 외(1996; 1997)가 제시하였다. 그는 Kaplan 부부

(1989)가 제시한 주의회복이론을 PRS 설문을 통해 그 정도를 밝혀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PRS가 사용된, 연구자 및 각 연구자에 적용

된 방법 및 내용은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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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Authors Stimulation conditions # of respondents presentation modes PRS

Hartig, Kaiser, & Bowler (1997)

one site
(a non-spectacular freshwater marsh) 

16 questions (4.02/6.32*)
26 questions (4.05/6.36*)

313(students 44.4% male)
on-site, 
slides

BA FA CO CM
2 5 4 5
5 8 4 9

total: 26 questions (7-point scale)
* legibility items(4 questions) aligning with the Compatibility 

Purcell et al. (2001)

5 scene types
industrial zone(3.6)

houses(3.9)
city street(4.5)

hills(5.9)
lakes(6.2)

100 students(50 males university students) slides

BA FA CO SC CM
6 7 4 3 6

total: 26 questions (11-point scale) + a familiarity judgement and 2 measures of preference

Kopela et al. (2001)
2 types of places

favorite places(5.50/8.65*)
unpleasant places (1.48/2.32*)

199(university students, 65.3% female) imagined
BA FA CO CM
5 8 4 5

total: 22 questions (7-point scale) 

Berto (2005)

2 types of slides 
(50slides)

restorative scenes
(above 6.5)

non-restorative scenes (below 3)

32(undergraduate students) slides

BA FA CO SC CM
1 1 1 1 1

total: 5 questions (11-point scale)

Tenngart Ivarsson & Hagerhall (2008)

2 types of gardens
Alnarp Garden(7.0)
Umea Garden(5.7)

33(landscape architecture students) photographs

BA FA CO SC CM
6 7 4 5 7

total:27 questions (11-point scale)
domestic research  

이승훈 (2011)
3 scene types

도시(3.51)
옥상정원(5.92) 

숲(7.03)
221(undergraduate students) slides

BA FA CO SC CM
1 1 1 1 1

total: 5 questions (11-point scale)

유윤희, 연평식, 신원섭 (2013)

도시림
북한산국립공원(4.95/7.78*)
관악산자연공원(4.89/7.68*)

올림픽공원(4.99/7.84*)
양재시민의숲(4.71/7.40*)
상계근린공원(4.31/6.77*)

889(40∼60 years old users) on-site

BA FA CO CM LB
6 8 4 5 3

total: 26 questions (7-point scale)



- 37 -

기존 주요 연구 대상은 자연환경과 인공자연환경 그리고 자연 요소

가 없는 인공 환경이다. 응답자가 판단하게 되는 물리적 환경은 사

진, 현장, 비디오 영상, 그리고 상상에 의한 이미지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지에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설문 문항 항목으로는 4개 항목

(Being Away, Fascination, Coherence, Compatibility) 혹은 ‘Scope’

을 포함하는 5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PRS Subclass Questionnaires
Being Away

(2)
Ÿ 이곳에 있는 것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경험이다. 
Ÿ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반복적인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  

Fascination
(5)

Ÿ 이곳은 매혹적이다. 
Ÿ 이곳은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서 내 시선을 끈다. 
Ÿ 이곳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 
Ÿ 이곳엔 볼만한 것이 없다(역채점 문항).
Ÿ 이곳은 지루하다(역채점 문항).

Coherence
(4) 

Ÿ 이곳에서 보이는 것들은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되어 있다.  
Ÿ 이곳은 혼잡(역채점 문항).
Ÿ 이곳엔 보기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다(역채점 문항).
Ÿ 이곳은 무질서하다(역채점 문항).

Compatibility
(5) 

Ÿ 이곳에 있는 것이 내 성향에 알맞다. 
Ÿ 이곳에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말씀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입니까? 
Ÿ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느낌이 든다. 
Ÿ 여기에 있는 것이 즐겁다. 
Ÿ 여기 있으면 이곳과 내가 일체된 느낌이다.    

표 3-5. PRS 4개 항목별 설문 문항

본 연구에서는 Hartig 외(1997)에 의해 제시된 26개 문항과 16개 문

항 방법 중 후자를 본 연구의 설문 문항으로 선택하였다. ‘벗어남

(Being Away)’ 2개 문항, ‘매력(Fascination)’ 5개 문항, ‘짜임새

(Coherence)’ 4개 문항, ‘적합성(Compatibility)’ 5개 문항으로 진행

하였다. 번안 과정에서 이승훈과 현명호(2004)의 번역 내용을 참조

로 원문(Hartig et al., 1997)의 내용들을 더욱 적합한 표현으로 다

시 번안하였다. 번안 과정에서 기타 해외 다른 연구자들의 문항들

역시 참조하였다(Laumann et al., 2001; Purcell et al., 2001).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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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불성실한 답변을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해 역채점 문항

을 5개 문항에 포함시켰다.

2) ZIPERS(Zuckerman Inventory of Personal Reaction Scale)

이용자들이 있는 점유한 지점에서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Zuckerman(1977)가 제시한 ZIPERS(Zuckerman

Inventory of Personal Reaction Scale) 설문 모델을 사용하였다.

Zuckerman (1977)은 환경 안에서 개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

는 척도인 ZIPERS를 제시하였다.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긍정적인 영향(positive affect), 집중(attentiveness), 공포감

(fear), 슬픔(sadness), 그리고 분노(anger)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

하는 척도이다. 공포감의 경우 빠른 심박(heart beats faster), 호흡

(breathe faster), 두려움(feel fearful)의 3개 문항으로 그 정도를 설

문하며, 긍정적인 영향은 근심걱정 없음(feel carefree), 애정 어린

(affectionate), 마냥 행복한(elated), 친절 혹은 애정 어리게 행동

(act friendly or affectionately)의 4개 항목을 묻는다. 분노는 화를

느끼는 정도(feel angry), 화가 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정

도(act aggressively and/or avoidantly)를 묻는 2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집중에 관해서는 집중을 느끼는 정도(feel attentive)

와 자신의 상황/환경에 대한 개입하고자 하는 정(feel like getting

further into situation or through with it)을 묻는 2개 항목이며, 마

지막으로 슬픔에 관해서는 슬픔의 정도(feel sad)를 묻는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지의 효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자연환경과 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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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묻기 위해 ZIPERS가 적용되었다

(Ulich, 1979; Ulich et al., 1991; Hartig et al., 1991; Kopela &

Hartig, 1996; Hartig et al., 2003; 이영경, 2003). 그밖에 자연경관이

취업난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 위해

적용되기도 하였다(황성혜 & 박종구, 2009). 슬라이드 혹은 영상과

같은 간접적인 환경을 통한 감정 상태에 대한 평가로 ZIPERS가 최

근 연구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주의회복이론과 관련된 연구

에서(Hartig et al., 1996; 2003) 자연환경은 긍정적 영향 정도가 높

게 나타나고 공포감이나 슬픔, 화냄 항목들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을 위해 현장에서 점유자의 각 공간

유형별 반응 정도를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왜냐하면 기존 연구들

은 주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므로 큰 공간 단위에 대

한 정도는 언급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환경에 대한 그 정도를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기타 설문 문항과 진행

개인 정보로 성별(남녀), 연령(11∼20세, 21∼30세, 31∼40세, 41∼50

세, 51∼60세, 61세 이상), 동행인 수(없음, 1명, 2명, 3명 이상), 평균

이용 횟수(1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교통수단(지하철, 벗, 자가용, 도보, 기타)과 이동 시간(1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2시간, 2시간 초과)에 대해 물었다.

PRS 설문 응답자들의 공간 인식 범위를 확인하고자 “귀하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간략한 지도를 그려주세요”라는 질문을 마지막 문항

으로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하는 내용들에 대한 공간 인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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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공간 인식 범위를 어느 정도 제

한하고자 응답자의 평면상의 위치와 어느 정도의 스케일을 적용하

도록 사람의 평면 모습을 그림 상자 가운데 삽입하고 “아래 사람이

귀하라는 가정하에 그려주세요”라는 안내문을 제시하였다(부록6

참조). 이상의 내용은 공간에 대한 인지 지도에 해당된다. 기존 인

지지도에 대한 한계와 비판이 있지만 공통된 패턴을 확인하는 데에

는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에 적용하였다(임승빈, 2008).

PRS 설문 진행은 4명의 조사원들이 2014년 9월 2일에서 14일 기간

중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10일 동안 직접 대면접촉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조사원들의 설문 진행 시 유의 사항과 방법 등에 대한 사

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설문 진행 이후 중간에 전체 진행에 대한 피

드백을 통해 진행상의 어려움 등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주의 사항

으로 앉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야 하는 것과 야간

설문은 피할 것, 그리고 주요 공간 유형별 차이를 두어 진행하도록

하였다. 초기 설문 응답자들의 위치를 표기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고 또한 진행상 어려움 등이 있어 표기하지 않는 것

으로 결정하였다. 공간 유형은 앞서 조사된 행태의 장의 분포 내용

을 토대로 ‘교량 하부’, ‘디딤돌 주변’, ‘인공수변’, ‘자연수변’, ‘안쪽

경계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로 분류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9). 설문

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 268명이다.

9) 정적인 행위 중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이 있으나

주를 이루는 앉아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여 설문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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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케치

스케치의 경우 장소에서 느껴지는 여러 감정과 특징 등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소를 연구하는 수단으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비판적인 시각 혹은 문화적인 특징 등이 반영된 연구 도구

가 된다(Lavoi, 2005). 또한 조경 설계가들의 생각과 개념 등을 보

여주기 위한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스케치를

사용한 목적은 주의회복효용이 있는 지점에서 조망되는 경관에 대

한 묘사와 특징들을 논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행태의 장에서 도출된 물리적 공간 유형별로 각 대표 지

점에서 경관 스케치를 하였다.

5. 소결

앞서 언급한 방법들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주로 정적인 행위가 발

생하는 공간 정보들을 통해 행태의 장들을 나타내는 행태의 지도를

도출하였고, 각 행태의 장의 공간 유형별로 주의회복효용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PRS와 ZIPERS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의회복 효

용이 있는 지점에서 보이는 경관에 대한 공간적 특징을 논하기 위

해 스케치 사용하였다. 그밖에 인지지도와 기타 설문 내용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 등을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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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행태의 장

정적인 행위자로 전체 3,751명을 조사하였다. ‘앉고(2,494명)’, ‘누워

있는(2명)’ 행동을 보이는 행위자와 ‘서 있는(1,255명)’ 행동을 보이

는 행위자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누워 있는 행위자가 소수

(2명) 발견되었기 때문에 앉아 있는 행위자로 포함시켜 크게 서 있

는 행위자에 의한 행태의 장과 앉아 있는 행위자에 의한 행태의 장

으로 분류하였다.

1) 서있는 행위자들의 행태의 장

서 있는 행위자들의 행태의 장은 주로 청계광장 폭포에서 모전교

전까지의 구간, 각 디딤돌 주변, 소규모 공연과 이벤트 발생 지점

주변, 광통교 아래 전시 공간 주변, 그리고 안내 표지판 주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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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소규모 서 있는 행위가 발생하는 행태의 장으로 자연수변

주변으로 물이나 물고기 등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 조사 구간 전체

에 걸쳐 분포하였고, 보행로 중간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소규

모 행태의 장들을 형성하고 있다.

청계광장 폭포에서 모전교 전까지의 구간에서는 폭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과 동전 던지는 곳 주변, 그리고 인공수변 주변

으로 물 흐르는 것을 보고 있는 행위들이 발생하였다. 디딤돌 주변

은 모전교와 광통교 사이 1곳, 광교와 장통교 사이 2곳, 삼일교와

수표교 사이 1곳 수표고와 관수교 사이 1곳, 그리고 관수교와 세운

교 사이 2곳에 위치해 있다. 디딤돌 주변은 사람들 이동이 혼잡하

지 않은 경우 디딤돌 위에 서서 청계천을 조망하는 사람들과 디딤

돌 진입 계단 위에서 디딤돌을 포함하는 경관을 조망하는 사람들로

크게 분류된다. 소규모 공연과 이벤트는 각 공연자와 이벤트 진행

자들을 중심으로 행태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전시 시설과 안

내표지판 주변으로 행태의 장이 도출되며, 광통교와 광교 사이 북

쪽 면 보행로 중간의 두 지점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를 보이는 행태

의 장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밖에 자연수변을 중심으로 전 구간에

고루 소규모 행태의 장들이 발생하고 있다.

공연과 안내판, 폭포 주변 인공수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수변

과 디딤돌 주변에서 소규모 행태의 장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서 있

는 행태의 장의 경우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는 폭

포, 동전 던지기, 공연과 같은 대상 주변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

내판 주변, 그리고 이동 중 순간적으로 매력을 느껴 잠시 서 있는

지점들인 자연수변과 디딤돌 주변으로 나뉠 수 있다. 그러므로 서

있는 행위가 발생하는 행태의 장들의 지점들은 교육, 공연, 환경적

인 매력 포인트로 나뉜다. 환경적인 매력 포인트들은 폭포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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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인 물과 물고기, 녹지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서 본 연구에

서 다루고 있는 주의회복 관점에서 불수의적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지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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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정적인 행위(앉고, 눕고, 서있음)가 발생하는 행태의 장 도면 1

그림 4-2. 정적인 행위(앉고, 눕고, 서있음)가 발생하는 행태의 장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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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앉아 있는 행위자들의 행태의 장10)

다른 행위로 앉아 있는 행위가 발생하는 행태의 장들로서 서 있는

행위를 보이는 행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점유함으

로써 발생하는 행태의 장들이며 공간 유형별 분류가 가능하다. 크

게 인공수변과 자연수변 주변, 교각 아래 수변계단, 디딤돌 주변 벤

치 및 수변 계단, 청계천 안쪽 경계부에 위치한 잔디 화단 모서리와

단 모서리 주변으로 나타났다(그림 4-4와 4-5 참조).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논의는 서있는 행위에 비해 좀 더 개인의 목적

과 부합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앉는 행위에 주목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앉는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ArcMap에서

Hot Spot Analysis를 실시한 후 도출된 연결 그리드를 하나의 행태

의 장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각 행태의 장은 면적을 갖게 되며

이 면적의 값은 사람들의 출현이 가장 높은 지점들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행태의 장들을 물리적 공간 유형별로 분류

한 행태의 장들의 합의 의미는 사람들의 출현이 높은 공간 유형을

의미한다. 공간 유형별 행태의 장들의 합이 클수록 사람들의 이용자

수와 점유 횟수, 그리고 점유 분포가 더 큰 유형을 의미한다.

도출된 행태의 장의 수는 총 90개이다. 주요 위치는 크게 교량 하부

(31개), 인공수변(12개), 자연형 수변(17개), 디딤돌 주변(11개), 안

쪽 경계부(13개)로 구분할 수 있다. 모전교에서 세운교까지 총 7개

교량 하부 통로 부분에 위치한 수변 계단의 경우 행태의 장의 총

면적은 777㎡로 전체 도출된 행태의 장들 중 가장 큰 비율(51.5%)

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청계천 광장 진입부에서 광통교 직

10) 김무한 외 (2014)의 내용을 일부 재인용 및 편집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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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위치한 인공수변 381㎡(25.3%), 디딤돌 주변 수변 계단 163

㎡(10.8%), 안쪽 벽면에 위치한 화단 모서리, 벤치, 테라스 등이 위

치한 곳에 105㎡(6.9%), 수변 식재와 자연석 쌓기로 호안을 처리한

자연형 수변 83㎡(5.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각 유형별 행태의 장들의 넓이 비교 (김무한 외 (2014)의 그림 재사용)

행태의 장들의 물리적 공간 유형은 크게 자연형 수변, 교량하부, 인공수

변, 디딤돌이 놓인 주변, 안쪽 경계부 주변으로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된

다. 자연형 수변의 경우 크게 경계호안을 자연석으로 처리 한 것과 녹지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인공수변의 경우 계단으로 2단 내지 3단으로 처

리된 부분으로 단의 높이에 따라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딤

돌 주변의 경우는 대리석의 인공 수변으로 처리된 인공형과 자연석으로

처리된 자연형으로 구분되며, 세부 항목으로 계단의 높이와 수 녹지의

유무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안쪽 경계부 주변은 앉는 공간

의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항목으로 5개의 유형으로도 분

류가 가능하다. 교량 하부의 경우 천장면의 형태와 높이 폭, 수변계단

부분의 인공형인지 자연형인지에 따라 10개의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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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앉는 행위가 발생한 행태의 장의 분포와 넓이 도면 1(김무한 외 (2014)의 그림 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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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앉는 행위가 발생한 행태의 장의 분포와 넓이 도면 2(김무한 외 (2014)의 그림 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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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Concrete Waterfront (location/ BS size/ BS #) Code Near Stepping Stones(location/ BS size/ BS #) Code Near Sidewall(location/ BS size/ BS #)

WA1
(A-1 / 29㎡/ 3)

SS1
(A-3, B-1 / 60㎡ / 5)

SW1
(A-4 / 13㎡ / 1)

WA2
(A-s / 352㎡ / 9) 

SS2
(A-3 / 35㎡ / 1)

SW2
(A-4, B-2 / 22㎡ / 4)

Code  Natural Waterfront(location/ BS size/ BS #)

SS3

(B-1, 3 / 50㎡ / 2)

SW3

(B-1, 3 / 24㎡ / 2)
WN1

(A-2, 3, B-1 / 15㎡ / 3) 

WN2

(A-2, 3, B-1 / 35㎡ / 6)

SS4

(B-2, 4 / 18㎡  /2)

SW4

(A-4 / 20㎡ / 1)

WN3

(A-2, 4 / 32㎡ / 8)

SS5

(A-4 / 2㎡ / 1)

SW5

(A-3, 4 / 26㎡ / 10)

표 4-1. 행태의 장들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 (김무한 외 (2014)의 표 재사용)

이상의 내용들은 청계천 조사구간의 실제 점유지점들에 대한 정보

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도출된 행태의 장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주의회복 효용을 확인할 경우 각 공간 유형별 차이와 특징 등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정

적인 행위로서 앉음, 누움, 서있음과 같은 행위들(stationary

activities)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공간을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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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점유지점에 대한 물리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설계가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된다(Architects, Gehl,

& Copenhagen, 2004).

Code Setting Type
(location/ BS size/ BS #) Code Setting Type

(location/ BS size/ BS #)

UB1

(A-1 / 110㎡ / 4)

UB6

(B-1 / 115㎡ / 2)

UB2

(A-2 / 76㎡ / 4)

UB7

(B-2 / 18㎡ / 1)

UB3

(A-2, B-3 / 187㎡ / 6)

UB8

(B-3 / 7㎡ / 1)

UB4

(A-4 / 52㎡ / 2)

UB9

(B-4 / 17㎡ / 4)

UB5

(A-4 / 43㎡ / 2)

UB10

(B-1, 4 / 153㎡ /5) 
표 4-2. 교량하부 행태의 장들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김무한 외 (2014)의 그림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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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회복환경 설명내용

본 절은 주의회복환경을 논하기 전에 PRS와 ZIPERS 모델의 요인

분석과 응답자 정보 그리고 각 설문 모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써 구체적인 주의회복환경을 논하고자 각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도

출하고 있다.

1) 설문 응답자 정보

총 268부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이 중 주요 문항들이 누락된 28부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총 240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240부의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특성은 표 4-3과 같

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6.3%로 남자 이용자에 비해 높았다. 연령

대는 20대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이 2.5%로 가장 적

었다. 1명을 동행한 사람이 51.5%로 가장 많았고, 혼자 온 사람이

6.7%로 가장 적었다. 평균 이용 횟수는 1년에 한두 번만 방문하는

사람이 58.6%로 가장 많았다. 거의 매일 오는 사람은 5.1%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주요 교통수단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들이 80.8%로 주를 이루었고, 각 이용객들이 청계천까지 가는 데

소요된 시간은 한 시간 이내가 64.4%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PRS 13번 문항에서 이곳에 온 목적과 그에 부합하는 장소

정도를 물었으며, 다양한 방문 목적을 알기위해 개방형 질문을 하였

다. 가장 많은 응답으로 113명(47.1%)이 휴식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데이트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7.5%였다. 그밖에 대화, 산책

중 잠시 앉음, 약속으로 앉아 있음, 업무차 왔다가 잠시 들려 앉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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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다 잠시 앉음과 같은 응답들이 있었다. 기타 업무, 현장 학습과

같은 내용들이 2.1 % 있었고, 힐링(4.6%)이라고 답한 이들도 있었다.

구분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
여

105
135

43.8%
56.3%

연령대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31
104
57
29
13
6

12.9%
43.3%
23.8%
12.1%
5.4%
2.5%

동행인 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16
123
45
55

6.7%
51.5%
18.8%
23.0%

평균 이용 횟수
1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139
68
18
12

58.6%
28.7%
7.6%
5.1%

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지하철-버스
자가용
도보

자전거 및 오토바이

62
48
84
6
37
0

25.8%
20.0%
35.0%
2.5%

15.4%
0%

소요 시간
1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2시간
2시간 초과

37
154
38
10

15.5%
64.4%
15.9%
4.2%

표 4-3. 청계천 이용객의 특성

  

이미 청계천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들의 행태 및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어(문성민 & 문귀남, 2007; 황지영 외, 2011; 이윤구 &

김승훈, 2013; 김무한 외, 2014) 본 연구의 이용자 정보와 행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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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참고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성별과 연령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실시한 비율과 유사하게 2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이 남

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행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혼

자 오는 경우가 가장 적었고, 친구나 애인 1명을 동행한 경우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 역시 대중교통 이용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 유사하였다. 방문 횟수를 보면

처음 방문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역시 선행 연구에서 조

사된 내용과 유사하였다. 청계천을 찾는 목적 및 그 안에 나타나는

행태로 잠시 휴식과 산책과 같은 정적인 행동 혹은 가벼운 동적인

행동들이 나타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과 유사하였다.

2) PRS의 요인

PRS 설문 문항들에 대한 주 구성 요인을 분류하기 위하여 16개 문항

에 대해 베리맥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6개 문

항에 대한 전체 신뢰도(Cornbach α=0.89)는 매우 양호하게 나왔다.

모든 측정변수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구성 요인을 추출하였다.

표준형성 적절성 KMO (Kaiser-Meyer-Olkin)값이 0.88로 0.5 이상이

어서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다. 본 ‘설문 문항들이 단위행렬이 아

니다’라는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으로 유의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므로(p<0.05) 단위행렬이 아니고 변수들 간에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공통성 (communality)은

PRS 8번을 제외하곤 모두 0.5 이상을 보여 추출되는 요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유값(Eigen value) 1 이

상인 요인은 4개가 추출되었으며, 설명변량은 6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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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 Subclass Questionnaires I II III IV h² Cronbach α

Being Away
이곳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경험을 준다.  PRS1 0.83 0.32 0.05 -0.01 0.80

0.89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반복적인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 
PRS2 0.77 0.35 -0.04 -0.03 0.70

Fascination

이곳은 매혹적이다. PRS3 0.81 0.81 0.27 0.01 0.78
이곳은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서 내 시선을 끈다. PRS4 0.74 0.19 0.47 -0.03 0.81

이곳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 PRS5 0.55 0.27 0.42 0.15 0.57
이곳엔 볼만한 것이 없다(역채점 문항). PRS6 0.20 0.11 0.79 0.08 0.68

0.71이곳은 지루하다 (역채점 문항). PRS7 0.02 0.29 0.76 0.19 0.70

Coherence

이곳에서 보이는 것들은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되어 있다.  PRS8 0.34 0.23 0.42 0.30 0.43 -

이곳은 혼잡하다 (역채점 문항). PRS9 0.21 0.07 0.01 0.81 0.70

0.69이곳엔 보기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다 (역채점 문항). PRS10 -0.22 0.14 0.06 0.69 0.55

이곳은 무질서하다 (역채점 문항). PRS11 0.03 0.12 0.31 0.79 0.73

Com-
patibility

이곳에 있는 것이 내 성향에 알맞다. PRS12 0.49 0.59 0.02 0.18 0.62

0.87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에 부합한 장소다. PRS13 0.33 0.72 0.08 0.23 0.68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느낌이 든다. PRS14 0.25 0.80 0.18 0.14 0.75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즐겁다. PRS15 0.16 0.78 0.34 0.08 0.77
여기 않아 있는 장소와 내가 일체된 느낌이다.  PRS16 0.34 0.67 0.33 0.02 0.67

표 4-4. PRS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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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Ⅰ은 전체 설명 변량 중 41.86%로 PRS 문항 1번에서 5번까지

이다. 12.81%를 차지하는 요인 Ⅱ는 12번에서 16번이고, 요인 Ⅲ은

7.23%로 문항 6번과 7번, 그리고 요인 Ⅳ의 경우 전체에서 6.39%로

9∼11번이다. 문항 8번의 경우 어떠한 요인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요인분석 결과 Hartig 외(1997)에 의해 분류된 요인들과 다르게 나

타났다. 적합성의 경우 동일하게 나타났고, 짜임새의 경우 한 문항

이 유의하지 않아 빠지게 된 경우를 제외하곤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매력과 벗어남의 경우 다르게 나타났다. 매력의 경우 역채

점 문항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매력 문항들은 벗

어남의 문항들과 동일한 요인들로 분류되었다. 적합성의 경우 동일

하게 나타났으며, 짜임새의 경우 PRS 8번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분류되었다. 매력의 경우는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PRS 3, 4, 5번이 벗어남과 같은 요인Ⅰ로 분류되고, PRS 6번과 7번

이 요인 Ⅲ으로 분류되었다.

기존 국내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주의회복환경 이론이 설명하는 4

개 요인들이 각 연구에서 다시 명명되어 사용되고 있다(표 4-5 참

조). 이는 이승훈과 현명호(2003)가 지적하고 있듯이 요인구조가 주

의회복환경 이론에서 제시하는 4개 구조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에 따라 같은 요

인으로 묶이는 항목별로 새롭게 명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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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샘플 수) ART 요인 명명된 요인

이승훈 
& 

현명호 (2003)
자연 풍경 사진

(222명)

 Being Away & Compatibility 휴식(Repose)
Fascination 매혹감(Fascination)
Coherence 짜임새(Coherence)
Legibility 이해 용이성(Legibility)

이영경 (2006)
전통 경관 사진 

(150명)
Being Away & Fascination 탈출·매력

Coherence 비공간감
Compatibility 적합성

강영애 외 (2013)
한강공원
(283명)

Being Away 해방감
Fascination 매혹감
Coherence 조화로움

Compatibility 적합성

이시영 
& 

박 군 (2014)

샘머리공원 
(120명) 

Being Away, Fascination, Compatibility 일탈적 매력감
Extent 공간감

Compatibility 목적 부합성 

유림공원
(117명)

Being Away, Fascination, Compatibility 취향적 매력감
Extent 공간감

Compatibility 취향 적합성
Compatibility 동질감

충남대학교 
(81명)

Being Away, Fascination 신선한 자극
Compatibility 공간과의 동질감

Fascination, Compatibility 능동적 자유 탐구
Extent 공간감

배재대학교 
(81명)

Fascination, Extent 매혹감
Extent 공간감

Being Away, Compatibility 휴식
표 4-5. 국내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분석과 명명된 요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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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벗어남 2개 항목과 매력 3개 항목이 같은 요인으로

묶였는데 이를 ‘기분 전환’으로 명명하고자 하며, 매력의 역채점 2

개 항목은 ‘지루함’으로 명명하였다. ‘지루함’의 경우는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나머지 ‘짜임새’와 ‘적합성’은 기존 연구에서 명명하고

있는 것을 따랐다(표 4-6 참조).

동일 유형 문항 ART 요인 본 연구에서의 정의
Ÿ 이곳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경험을 준다. 
Ÿ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반복적인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  
Ÿ 이곳은 매혹적이다. 
Ÿ 이곳은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서 내 시선을 끈다. 
Ÿ 이곳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 

벗어남 + 매력 기분 전환

Ÿ 이곳엔 볼만한 것이 없다(역채점 문항).
Ÿ 이곳은 지루하다(역채점 문항). 매력 지루함

(역코딩)
Ÿ 이곳은 혼잡하다(역채점 문항).
Ÿ 이곳엔 보기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다(역채점 문항).
Ÿ 이곳은 무질서하다(역채점 문항).

짜임새 짜임새

Ÿ 이곳에 있는 것이 내 성향에 알맞다. 
Ÿ 이곳에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에 부합한 장소다. 
Ÿ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느낌이 든다. 
Ÿ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즐겁다. 
Ÿ 여기 않아 있는 장소와 내가 일체된 느낌이다.  

적합성 적합성

표 4-6. 요인분석에 따른 동일 유형 문항과 본 연구에서의 정의

3) ZIPERS 요인

이용자의 환경에 대한 감정적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인

ZIPERS 문항 12개를 동일 설문지 240부를 통해 알아보았다.

ZIPERS의 12개 문항들 역시 베리맥스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을 실시함으로써 새롭게 분류되는 내용들을 통해 이용자들의 환경

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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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 Subclass Questionnaires I II III h² Cronbach α

긍정 영향

여기에 있는 동안 근심 걱정이 없다. ZIP1 0.63 -0.25 0.13 0.47 -
여기에 있는 동안 애정 어린 마음이 든다. ZIP2 0.83 -0.06 0.12 0.70 0.82

여기에 있는 동안 행복하다.  ZIP3 0.83 -0.15 0.08 0.71
여기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 ZIP4 0.66 -0.09 -0.04 0.45

-
집중

 여기에 있는 동안 주의 집중이 잘된다. ZIP5 0.62 0.01 -0.06 0.39
이곳을 빨리 피하고 싶다 (역채점 질문). ZIP6 -0.39 0.46 0.28 0.44

두려움

여기에 있는 동안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ZIP7 0.09 0.11 0.92 0.86
0.88여기에 있는 동안 호흡이 빨라진다. ZIP8 0.05 0.21 0.90 0.87

여기에 있는 동안 두려움을 느낀다. ZIP9 -0.02 0.74 0.22 0.59

0.79
슬픔 여기에 있는 동안 나는 슬픔을 느낀다. ZIP10 -0.03 0.75 -0.05 0.56

분노
여기에 있는 동안 화가 난다. ZIP11 -0.20 0.86 0.11 0.79

이곳에 있으면 화가 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 같다. ZIP12 -0.19 0.78 0.14 0.66

표 4-7. ZIPERS 요인분석 결과

12개 문항에 대한 Cornbach α=0.60로 전체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모든 측정변수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구성 요인

을 추출하였다. 표준형성 적절성 값(KMO = 0.77)이 0.5 이상이므로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다. 본 ‘설문 문항들이 단위행렬이 아니

다’라는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으로 유의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므로(p<0.05) 단위행렬이 아니고 변수들 간에 연관성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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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공통성(communality)은

ZIP 1, 4, 5, 6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0.5 이상을 보여 나머지 문항들

간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인 요인은 3개가 추출되었으며, 설명변량은 62.56%이다.

ZIPERS의 12개 문항인 긍정적인 영향(positive affect, zip 1-4번),

집중(attentiveness, zip 5, 6번), 공포감(fear, zip 7, 8, 9), 슬픔

(sadness, zip 10), 그리고 분노(anger, zip 11, 12번) 5개 항목은 요

인분석에 의해 다르게 분류되었다. 요인Ⅰ은 전체 설명 변량 중

31.67%로 ZIPERS 문항 2, 3, 4, 5이다. 20.42%를 차지하는 요인 Ⅱ

는 9, 10, 11, 12번이고, 요인 Ⅲ은 9.65%로 문항 7번과 8번이다. 공

통성(communality) 0.5 미만 값인 ZIP 1, 4, 5, 6 은 공간별 반응 정

도에 대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의 특성

들에 따라 요인Ⅰ은 ‘행복/만족’, 요인 Ⅱ는 ‘슬픔/두려움/분노’, 그

리고 요인 Ⅲ은 ‘부정적 신체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이상의 요인분석을 통해 PRS의 경우 환경의 구체적인 주의회복효

용을 설명할 뿐 아니라 기분 전환, 지루함(역코딩, 즉 지루하지 않

음), 짜임새와 적합성으로 4개의 항목별로 주의회복환경의 구체적

인 특징을 설명하며, 동일한 설문자로부터 얻는 ZIPERS는 행복/만

족이라는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 반대되는 정도를 설명하는 요인

과 슬픔/두려움/분노와 같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정도를 설명하

는 요인,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신체적 영향까지 주는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환경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분류된다.



- 61 -

4) PRS와 ZIPERS

주의회복환경 지각 정도(PRS)는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개인의 감정 반응 정도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ZIPERS가 환경을 통한 그 안의

이용자들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트레스 저감 정도를 확인하는 PRS와의 관계를 살펴봄으

로써 각 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PRS

와 각 구성 요인 4개 그리고 ZIPERS 3개 요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구성 개념 간 상관관계(Inter-Construct Correlations)

PRS 기분 전환
지루함

(역코딩) 짜임새 적합성 행복/만족 슬픔/두려움/분노
부정적

신체 반응
PRS 6.12 1.29 1.00

기분 전환 6.11 1.77 .848*** 1.00

지루함 (역코딩) 6.32 1.89 .663*** .440*** 1.00

짜임새 5.78 1.72 .505*** .128** .341*** 1.00

적합성 6.27 1.54 .880*** .684*** .462*** .301*** 1.00

행복/만족 3.53 0.86 .599*** .495*** .379*** .183*** .630*** 1.00

슬픔/두려움/분노 1.24 0.40 -.278*** -.106 -.341*** -.295*** -.215*** -.208*** 1.00
부정적 신체 반응 1.73 0.82 -.037 .066 -.049 -.211*** -.004 .124 .271*** 1.00

표 4-8. PRS와 ZIPERS의 요인별 상관분석 결과(***p < 0.01, **p < 0.05. 양쪽에서 유의)

PRS와의 상관성은 ‘만족/행복’과 양방향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주의회복환경 점수가 높을수록 각 환경에 대한 환경에 대한

‘행복/만족’ 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정적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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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인 ‘슬픔/두려움/분노’의 감정적인 반응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어 주의회복환경이 높을수록 부정적 반응은 낮아지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 신체 반응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RS의 각 구성 요인과 ZIPERS의 각 하위 요인의 관계에서는 PRS

의 각 하위 구성 요인과 ‘행복/만족’이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으나 ‘슬픔/두려움/분노’요인과는 ‘기분 전환’ 요인을 제외하고

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부정적 신체반응’과의 관계

에서는 ‘짜임새’ 요인과만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로 보건

데 환경에서 ‘행복/만족’을 느낄 경우 주의회복환경과 관련이 있음

을 언급할 수 있고, ‘슬픔/두려움/분노’의 감정적인 반응은 공간을

통한 ‘기분 전환’을 인식하는 내용과 상관이 없으나 지루함, 짜임새,

적합성과는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신체 반응’의 경우는

공간의 범위와 구성 요소들과 관련이 있는 ‘짜임새’와 관련이 있어

환경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의회복환경이 개인의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즉, 행복/만족을 느끼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통해 주의

회복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슬픔/분노/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환경이라면 주의회복환경으로 작용하

는 것은 낮아질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의 각 환경에 대해 감정 상태

와 주의회복환경이 상호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회복환경을 통

해 이용자들의 감정 상태를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ZIPERS 모델이 적용된 연구들 중 주의회복환경이론이 고

려된 연구는 Hartig 외(1996; 1997; 2003)가 진행한 연구가 대표적이

다. 그들의 연구는 자연과 도시 환경에서의 감정적인 반응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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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연이 갖는 건강 효용을 주장하였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평가

된 PRS와 각 환경에 대한 감정 반응을 비교하여 자연녹지가 긍정적

인 환경 반응을 갖는다는 사실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PRS와

각 구성 요인 그리고 ZIPERS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PRS와

ZIPERS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는 주의회복환경과 그 환경에서의

감정적인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의회복환경 지각 점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환경에 대한 긍정적 반응인 ‘행복/만족’ 요인과 부

정적 반응인 ‘슬픔/두려움/분노’를 독립변수로 두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행복/만족’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t값

10.536로 나타났고, ‘슬픔/두려움/분노’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t값

–3.080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행복/만족’은 양(+)의 영향을

‘슬픔/두려움/분노’요인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은 F값이 p=0.000에서 73.60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

귀식에 대한 38.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sms

1.769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 한계

PRS

상수 0.383 - 9.844 0.000 -
행복/만족 0.078 0.846 10.536 0.000*** 0.957

슬픔/두려움/분노 0.167 -0.513 -3.080 0.002*** 0.957
R=0.619, R²=0.383, 수정된 R²=0.378, F=73.605, p=0.000, Durbin-Watson=1.769

표 4-9. PRS와 ZIPERS의 두 요인과의 다중회귀분석(***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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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회귀식은 아래와 같으며 각 공간에서의 긍정적인 감정 반응

이 부정적인 반응에 비해 주의회복환경 지각 점수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의회복 지각 정도가 두 감정 반응

점수와 관련 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보건대 PRS와 ZIPERS를 사용할 경우 환

경에 의한 스트레스 유발 혹은 저감을 주는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

인할 수 있고, 서로 관련이 있는 모델임을 알 수 있어 주의회복환경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있게 한다.

5) 환경 인식 범위와 PRS

주의회복환경 지각 정도가 환경 인식 범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위치한 곳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분 PRS 기분 전환 지루함_역코딩 짜임새 적합성
n M SD M SD M SD M SD M SD

인식
범위

외부 53 5.99 1.30 5.60 1.93 6.29 1.85 6.26 1.77 6.09 1.36

내부 153 6.26 1.30 6.37 1.64 6.42 1.92 5.65 1.71 6.46 1.62

t(p) 1.33 (0.185) 2.84***(0.005) 0.436 (0.663) 2.22** (0.027) 1.47 (0.144)

표 4-10. 인식 범위에 따른 PRS와 각 구성 요인에 대한 t검정(***p<0.01, **p<0.05)

주로 발견된 공통된 패턴은 청계천 내부만 인식한 사람들과 청계천

외부 공간을 포함해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인지지도 작성자는 총 206명으로 청계천 내부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153명(74.3%)이고, 청계천 외부를 포함하여 인식하는 사



- 65 -

람들은 53명(25.7%)이다. 인식 범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4-10 참조).

PRS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분 전환’ 요인과

‘짜임새’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부 인식자의 경우 외

부 인식자들에 비해 공간을 통한 ‘기분 전환’ 요인 점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짜임새’ 요인의 경우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간 인식 범위에 따른 주의회복환경 효과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청계천 내부 환경이 매력적이며

일상에서 벗어난 느낌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은 설명되고 있어

참조가 된다.

내부만 묘사된 인지지도 예시 주변 상황이 묘사된 인지지도 예시 

표 4-11. 내부와 외부 묘사 인지지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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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회복환경과 이용자 특성과의 관계

주의회복환경 지각이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이용자 특성에 따

라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설문을 통해 알아낸 성별, 동

행인 수, 이용횟수, 소요 시간, 연령에 따라 응답 결과인 PRS와 각

구성 요인들, 그리고 ZIPERS의 구성 요인들과의 차이 및 영향 여

부를 확인하고자 ANOVA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1) 설문 응답자 정보에 따른 PRS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내용으로 이용 횟수와 소요 시간에

따라 PRS와 각 구성 요인들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하

지만 동행인 수, 성별,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PRS는 이용 횟수에 영향을 받으며 ‘1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는 집

단이 ‘거의 매일’ 오는 집단에 비해 주의회복환경으로 인식하는 경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RS의 구성 요인별로도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되었는데 ‘지루함’ 요인의 경우 ‘1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오는 사람과 ‘거의 매일’ 오는 사람들에

비해 지루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성’ 요인에서는 ‘1주

일에 한두 번’ 오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혹은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사람들에 비해 응답자의 성향/목적과 환경이 부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1주일에 한두 번’

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주의회복환경으로 인식될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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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RS 기분 전환 지루함_역코딩 짜임새 적합성
n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 105 6.18 1.18 6.35 1.59 6.29 1.95 5.58 1.70 6.33 1.47
여 135 6.07 1.38 5.91 1.88 6.34 1.85 5.92 1.72 6.22 1.60

t(p) 0.64 (0.522) 1.92 (0.056) 0.17 (0.865) 1.55 (0.123) 0.537 (0.592)

연령대

11∼20세 31 6.34 1.40 6.61 1.85 6.31 2.21 6.06 1.91 6.25 1.56
21∼30세 104 6.16 1.14 6.13 1.79 6.31 1.83 5.75 1.49 6.37 1.33
31∼40세 57 5.90 1.33 5.79 1.50 6.25 1.91 5.56 1.81 6.07 1.71
41∼50세 29 6.20 1.54 6.05 1.94 6.64 2.03 5.93 2.02 6.34 1.74
51∼60세 13 6.03 1.54 5.97 2.04 6.08 1.58 5.90 1.71 6.15 1.84
61세 이상 6 6.31 1.19 6.63 2.04 6.17 1.37 5.78 2.33 6.37 1.96

F(p) 0.59 (0.710) 0.99 (0.421) 0.23 (0.95) 0.42 (0.833) 0.30 (0.913)

동행인
수

0명(a) 16 6.37 1.37 6.80 1.50 6.47 2.44 5.46 1.83 6.44 2.11
1명(b) 123 6.12 1.25 6.10 1.71 6.22 1.86 5.72 1.61 6.33 1.40
2명(c) 45 6.29 1.23 6.09 1.79 6.46 1.77 6.33 1.39 6.41 1.62
3명(d) 55 5.90 1.42 5.92 1.96 6.36 1.92 5.51 2.06 5.93 1.61
F(p) 1.00 (0.393) 1.03 (0.381) 0.22 (0.880) 2.25 (0.083) 1.16 (0.325)

이용
횟수

Scheffe 139 6.09 1.29 6.16 1.84 6.21 1.91 5.70 1.67 6.20 1.45
1년에 한두 번(a) 68 6.08 1.03 5.76 1.50 6.32 1.62 6.10 1.72 6.31 1.24

한 달에 한두 번(b) 18 6.89 1.68 7.01 1.90 7.42 2.19 5.54 2.07 7.37 2.04
1주일에 한두 번(c) 12 5.47 1.71 6.10 2.01 5.54 2.17 4.97 1.65 5.12 2.38

거의 매일(d) 3.25** (0.023) 2.53 (0.058) 2.91** (0.035) 1.91 (0.129) 5.67*** (0.001)
F(p) c>d - a<c, c>d - a<c, b<c,

소요
시간

Scheffe 37 6.10 1.43 5.67 2.01 6.65 2.10 5.88 1.88 6.45 1.70
10분 이내 154 6.17 1.25 6.19 1.70 6.35 1.79 5.83 1.63 6.29 1.51

한 시간 이내 38 5.86 1.29 5.82 1.47 5.97 1.80 5.80 1.86 5.88 1.43
1시간 초과~2시간 10 6.47 1.55 7.64 1.77 5.85 2.86 4.43 1.60 6.78 1.73

2시간 초과 0.86 (0.463) 3.83** (0.011) 1.02 (0.386) 2.16 (0.093) 1.34 (0.263)
F(p) - d>a, d>c - - -

표 4-12. 설문 응답자 정보와 PRS의 t검정과 ANOVA분석 결과(***p<0.01, **p<0.05)



- 68 -

청계천까지 걸린 시간의 경우 ‘기분 전환’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발

견되었다. ‘2시간’ 넘게 걸려 청계천을 방문한 경우가 ‘10분 이내’ 혹

은 ‘1시간 초과∼2시간’ 걸린 경우에 비해 환경을 통한 기분 전환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인 거리가 클수록 일상 환경에

서 벗어난 느낌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용 횟수’에 따른 주의회복환경 지각 정도의 차이가 나타

나는 것은 기존 연구들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도시 공원을 통한 스트레스 저감 효용 증가를 위해 적정 이용 횟수

를 고려할 수 있으며, 건강과 관련된 관리 방안 등에 참고 자료가

된다. 또한 대상지까지 걸린 시간과 주의회복환경 효과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분 전환’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밝혀져 주의회복환경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적인 요인 이외에 이

용 횟수와 소요 시간과 같은 외적인 요인들이 주의회복환경 지각

정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된다. 이러한 결

과들은 청계천의 관리 및 프로그램 활용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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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응답자 정보에 따른 ZIPERS

구분 행복/만족 슬픔/두려움/분노 부정적 신체반응   
M SD M SD M SD

성별
남 3.53 0.76 1.24 0.41 1.69 0.80
여 3.53 0.94 1.24 0.41 1.76 0.84

t(p) 0.03(0.110) 0.08(0.765) 0.655(0.828)

나이

10∼20세 3.42 0.82 1.26 0.44 1.84 1.03
21∼30세 3.58 0.82 1.21 0.35 1.66 0.76
31∼40세 3.39 0.99 1.31 0.49 1.61 0.77
41∼50세 3.69 0.94 1.16 0.33 1.95 0.88
51∼60세 3.46 0.85 1.19 0.27 1.92 0.89
61세 이상 3.91 0.80 1.42 0.66 1.75 0.61

F(p) 0.91(0.477) 0.922(0.468) 1.031(0.400)

동행인
수

0명(a) 3.56 0.91 1.52 0.54 1.78 0.84
1명(b) 3.55 0.88 1.23 0.37 1.66 0.76
2명(c) 3.61 0.86 1.18 0.32 1.71 0.89
3명(d) 3.40 0.84 1.25 0.48 1.86 0.88
F(p) 0.58(0.630) 2.293(0.034)** 0.82(0.484)

Scheffe - a>b,c,d -

이용
횟수

1년에 한두 번(a) 3.50 0.84 1.22 0.37 1.74 0.81
한 달에 한두 번(b) 3.49 0.84 1.23 0.40 1.69 0.78
1주일에 한두 번(c) 4.14 1.03 1.19 0.39 1.69 1.02

거의 매일(d) 3.21 0.78 1.67 0.64 1.96 0.92
F(p) 3.74(0.012)** 4.82(0.003)*** 0.97(0.774)

Scheffe c>d d>a,b,c -

소요
시간

10분 이내 3.42 1.02 1.20 0.36 1.76 1.04
한 시간 이내 3.59 0.84 1.25 0.41 1.71 0.79

1시간 초과~2시간 3.34 0.81 1.26 0.44 1.71 0.72
2시간 초과 3.8 0.75 1.23 0.34 1.95 0.83

F(p) 1.39(0.248) 0.20(0.897) 0.29(0.836)
표 4-13. 설문 응답자 정보와 ZIPERS 각 요인들에 대한 t검정과 ANOVA분석 결과(***p<0.01,

**p<0.05)



- 70 -

수집된 이용자 정보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주는

여부를 확인하고자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나

이, 그리고 소요 시간에 따른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

으나 동행인 수와 이용 횟수에 따른 그룹 간 차이는 확인되었다. 특

별히 ‘행복/만족’ 요인과 ‘슬픔/두려움/분노’ 요인에서 유의한 결과

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부정적 신체 반응‘ 요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유의한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다.

동행인 수와 관련해서 혼자 방문한 경우에는 다른 동반자가 있는

경우보다 슬픔/두려움/분노와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더 많이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행인 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서 느끼

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용 횟수의 차이에 따른 환경에서의 반응으로 ‘행복/만족’과 ‘슬픔/

두려움/분노’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꼴

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거의 매일’ 오는 그룹들에 비해 환경에서 느

끼는 행복/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나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는 오히

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슬픔/두려움/분노와 같은 환

경을 통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은 ‘거의 매일’ 오는 경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적정 이용횟수에 따른 스트레스가 최

소화 된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PRS와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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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계천의 주의회복환경 평가

본 연구에서의 주의회복효용은 더욱 공간적인 유형 구분이 가능한

앉는 행위가 발생하는 행태의 장을 대상으로 하며, 앞서 논의한 앉

는 행위가 발생하는 행태의 장을 크게 5개의 공간 유형으로 분류하

여 기존 연구에서 논의하지 못한 구체적인 환경 유형들에 대한 주

의회복효용을 논하고 있다.

1) 청계천의 PRS

PRS의 11점 척도로 진행한 요인별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기분 전

환’은 6.11, ‘지루함(역 코딩)’은 6.32, ‘짜임새’는 5.78, 그리고 ‘적합

성’은 6.27로 전체 PRS의 평균 값은 6.12로 나타났다. PRS 점수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청계천의 주의회복환경의 높고 낮

음을 논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 대

상별 PRS 점수를 11점 척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그림4-6

과 같다. Tenngart Ivarsson와 Hagerhall(2008)에 따르면 분류된

연구 대상별 PRS 점수는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PRS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된다.

그림 4-6은 국내외 연구에 나타난 주의회복환경 지각 척도 (PRS)

의 평균값들이다. 가장 적은 점수와 가장 높은 점수는 각각 개인별

‘가장 선호하는 장소’와 ‘가장 불쾌한 장소’에 대한 머릿속에 떠오르

는 이미지에 대한 응답 결과로서(Kopela & Hartig, 1997; Kopela et

al., 2001) 이상적인 경관 이미지에 대한 결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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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otion of restoration

not likely to    likely to

그림4-6. 선행연구의PRS 점수(Tenngart Ivarsson & Hagerhall(2008) 표재인용및편집)

본 연구를 통한 청계천 조사 구간의 PRS 점수 6.12는 평균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할 경우 청계천 조사구간

은 도시 시설인 가로, 광장, 정원, 언덕보다는 높은 값이며, 자연 호

수에서의 측정값 (Purcell et al., 2001)과, 가벼운 매혹감 정도가 느

껴지는 경관으로 깨끗한 물이 흐르는 환경(Hartig, Kaiser, &

Bowler, 1997)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청계천은 자연 수변 경관

이 주는 환경과 유사한 주의회복효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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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공간 유형별로는 ‘교량 하부’ 5.70, ‘인공수변’ 5.86, ‘자연

수변’은 5.86, ‘디딤돌 주변’은 6.28, ‘안쪽 경계부’는 6.83으로 나타

났다. 교량 하부의 경우 인접한 건물이 보이는 작은 정원에서

(Tenngart Ivarsson & Hargerhall, 2008) 느끼는 주의회복효용 정

도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공수변은 작은 언덕에서 느끼는

정도와 유사하며, 디딤돌 주변은 접근성이 좋은 자연 호수와 유사

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안쪽 경계부는 가장 높은 PRS 값으로 넓고

자연 요소가 주로 보이는 환경(ibid, 2008)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Tenngart Ivarsson & Hargerhall(2008) 연구에서 건물과 같

은 인공 구조물이 많이 보이는 대상이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주의

회복 효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량하부와 안쪽 경계부 PRS 값

의 차이와 비교가 된다. 교량 하부의 경우 주로 물 이외에 인공 구

조물이 조망되나 안쪽 경계부의 경우 자연수변 녹지와 물, 그리고

건너편 녹지까지 가장 자연 요소들이 풍부하게 보이는 지점이다.

2) 공간 유형별 PRS와 ZIPERS

공간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집

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Scheffe를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안쪽 경계부’가 ‘인공수변’과 ‘교량 하부’보다는 PRS 점수가

높은 것으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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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F(p) Scheffe

P
R
S

인공수변 (a) 58 5.91 1.32

5.268***
(0.000) b>a, e 

안쪽 경계부 (b) 51 6.74 1.10
디딤돌 주변 (c) 46 6.13 1.01

자연수변 (d) 27 6.28 1.26
교량 하부 (e) 58 5.70 1.46

총계 240 6.12 1.29

기분 전환

인공수변 (a) 58 5.69 1.83

5.128*** 
(0.001) b>a, e

안쪽 경계부 (b) 51 6.90 1.59
디딤돌 주변 (c) 46 6.39 1.34

자연수변 (d) 27 6.10 1.54
교량 하부 (e) 58 5.61 2.01

총계 240 6.11 1.77

지루함
역
코딩

인공수변 (a) 58 6.41 2.02

5.461*** 
(0.000)

b>c, e

안쪽 경계부 (b) 51 7.25 1.67
디딤돌 주변 (c) 46 5.78 1.65

자연수변 (d) 27 6.37 1.93
교량 하부 (e) 58 5.81 1.82

총계 240 6.32 1.89

짜임새

인공수변 (a) 58 5.62 1.77

4.354***
(0.002) b>e

안쪽 경계부 (b) 51 6.35 1.60
디딤돌주변 (c) 46 5.44 1.39
자연수변 (d) 27 6.52 1.61
교량 하부 (e) 58 5.35 1.85

총계 240 5.78 1.72

적합성

인공수변 (a) 58 6.10 1.53

1.488
(0.206) -

안쪽 경계부 (b) 51 6.62 1.35
디딤돌 주변 (c) 46 6.43 1.42

자연수변 (d) 27 6.30 1.52
교량 하부 (e) 58 5.97 1.77

총계 240 6.27 1.54
표 4-14. 공간 유형별 PRS와 요인별 ANOVA분석 결과(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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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의 4개의 구성 요인에 대해서도 ANOVA분석과 Scheffe를 이

용한 사후 검정을 실시하여 5개 공간 유형별로 차이를 알아냈다.

‘적합성’ 요인을 제외하고는 5개 물리적 공간 유형 간 차이가 유의

한 결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유의한 차이로 ‘기분 전환’ 요인의 경

우 ‘안쪽 경계부’가 ‘인공수변’과 ‘교량 하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역 코딩된 ‘지루함’의 경우 ‘안쪽 경계부’가 ‘디딤돌 주변’과

‘교량 하부’보다는 지루하지 않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짜임새’ 요인

에서는 ‘안쪽 경계부’가 ‘교량 하부’보다 짜임새 있는 공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PRS의 구성 요인인 ‘기분 전환’ 요인과 같이 일상에서 벗어난 환경

이며 동시에 매력적인 환경으로 인식되는 공간 유형에 대해서도

‘안쪽 경계부’가 ‘인공수변’과 ‘교량 하부’에 비해 ‘기분 전환’을 위한

환경으로 인식된다. ‘지루함’에 관해서는 ‘안쪽 경계부’가 ‘디딤돌 주

변’과 ‘교량 하부’에 비해 지루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식되며, 마지막

으로 ‘안쪽 경계부’가 ‘교량 하부’에 비에 ‘짜임새’ 있는 공간으로 인

식된다. 즉 ‘안쪽 경계부’의 경우 다른 공간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주의회복환경으로 인식되며, 지루하지 않고, 기분 전환이 되며,

짜임새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상의 내용들을 볼 때 ‘안쪽 경계부’의 경우 ‘인공수변’과 ‘교량 하부’

에 비해 주의회복환경 정도가 높은 공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안쪽 경계부’의 공간적인 특징은 청계천 내부 공간의 벽 쪽 경계부

에 위치하고 있으며,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청계천 내부 공간 중

뒤쪽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피하고 사람과 그 안의 구성환경들

을 조망(prospect)하기에 제일 좋은 공간들이다. 기존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조망이 좋은 경계부(edge)가 공원 내 선호도(preferenc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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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공간으로 밝혀지고 있으며(Ruddell & Hanmitt, 1987; Sema et

al., 2010), 공원 내 주의회복환경 정도가 높은 공간일수록 공간에 대

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Van den Berg et al., 2003). 이

로 미루어보건대 ‘안쪽 경계부’가 PRS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공간에

대한 선호도와 공간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구분 N M SD F(p) Dunnett_T3

행복/만족

인공수변(a) 58 3.41 0.85

0.748
(0.560) -

안쪽 경계부(b) 51 3.65 0.97
디딤돌 주변(c) 46 3.64 0.84

자연수변(d) 27 3.48 0.73
교량 하부(e) 58 3.48 0.86
총계 240 3.53 0.86

슬픔/두려움/분노

인공수변(a) 58 1.26 0.47

2.634** 
(0.035) b<d, e

안쪽 경계부(b) 51 1.09 0.23
디딤돌주변(c) 46 1.24 0.39

자연수변(d) 27 1.36 0.43
교량 하부(e) 58 1.29 0.43
총계 240 1.24 0.40

부정적
신체반응

인공수변(a) 58 1.68 0.78

2.303
(0.059) -

안쪽 경계부(b) 51 1.48 0.74
디딤돌 주변(c) 46 1.97 0.96

자연수변(d) 27 1.76 0.79
교량 하부(e) 58 1.78 0.77
총계 240 1.73 0.82

표 4-15. 공간 유형별 ZIPERS에 대한 ANOVA분석 결과(p<0.05**)

공간 유형별로 응답자들의 환경에 대한 감정 반응의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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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슬픔/두려움/분노’ 요인으로 부정적인 감정 반응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Levene의 F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00의 결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Dunnett의 T3 검정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그룹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안쪽 경계부가 자연

수변과 교량 하부에 비해 ‘슬픔/두려움/분노’ 요인인 부정적 감정

반응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공간 유

형별 PRS 점수에서 안쪽 경계부가 가장 주의회복환경 효용이 높은

공간 유형으로 분석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PRS와 ZIPERS에 대한 공간 유형별 차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으로 주의회복환경 정도에서 안쪽 경계부

가 인공수변보다 그 효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량 하부보다도

안쪽 경계부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환경에서 매력

을 느끼고 벗어남을 느끼게 하는 항목(기분 전환)에서는 안쪽 경계

부가 인공수변과 교량 하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루

하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항목에서는 안쪽 경계부가 디딤돌 주

변과 교량 하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넷째, 짜임새의 경우 안

쪽 경계부가 교량 하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ZIPERS의 3개 항목 중에서 슬픔/두려움/분노에서 자연수변과 교량

하부가 안쪽 경계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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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태의 장의 유형별 넓이와 PRS

행태의 장의 5개 공간유형별 넓이에 따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

하고자 PRS와 각 구성 요인들 간의 Spearman 순위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도출된 결과로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행태의 장의 넓이의 합이 큰 유형일수록 PRS와 각 구성 요인들

의 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태의 장의 넓이는 주의

회복환경 효용과 음의 상관성을 보이므로 행태의 장의 넓이가 상대

적으로 작은 유형인 자연수변, 안쪽 경계부, 디딤돌 주변에서 주의

회복 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인공수변과 교량하부의

경우 주의회복환경 효과가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다11). 이는 청계천

내 이용 상 중심이 되는 공간 유형일지라도(김무한 외, 2014) 주의

회복환경과는 상반된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된 결

11) 행태의 장의 넓이에 따른 PRS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 설문을 진

행하였고 그 결과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다 (추가설문에 사용된 설문과

내용은 부록에 소개되고 있음). 5개 공간 유형들의 행태의 장의 넓이의

합이 큰 유형일수록 주의회복환경 효과는 낮게 나타났다.

구분 상관계수 유의확률
PRS -0.597*** 0.001

기분전환 -0.517*** 0.005
지루함 (역코딩) -0.614*** 0.001

짜임새 -0.614*** 0.001
적합성 -0.591*** 0.001

표 4-16. 행태의 장의 넓이에 따른 추가 PRS와 각 구성 요인들 간의 순위상관

분석 (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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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에 따라 상대적으로 넓이가 적은 ‘안쪽 경계부’, ‘자연수변’, ‘디

딤돌 주변’이 넓이가 큰 ‘교량하부’와 ‘인공수변’에 비해 주의회복환

경 효과가 큰 공간 유형들임을 볼 수 있다.

구분 상관계수 유의확률
PRS -0.242*** 0.000

기분전환 -0.830*** 0.000
지루함 (역코딩) -0.641*** 0.000

짜임새 -0.462*** 0.000
적합성 -0.879*** 0.000

표 4-17. 행태의 장의 넓이에 따른 PRS와 각 구성 요인들 간의 순위상관 분석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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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회복환경의 유형별 경관

주의회복환경(Attention Restoration Environment)은 이용자들의

점유 지점과 그 안에서의 주의회복효용, 그리고 점유 지점에서 바

라보는 경관과 관련이 있다. 본 절에서는 주의회복환경에서 보이는

경관을 논의 하고자 한다. 보이는 경관에 대한 분석을 위해 5개 공

간 유형별 주요 지점들에서 앉았을 때 보이는 경관을 스케치하여

주의회복 이론 관점에서 물리적 환경의 특징들을 논하고자 한다.

1) 안쪽 경계부

안쪽 경계부는 청계천 북측 벽면과 인접하여 화단 혹은 벤치에 앉

을 수 있는 지점들 주변을 말한다. 전면에 위치한 녹지, 수변, 사람

들의 흐름 등을 볼 수 있는 지점들이다. 경관적인 특징은 청계천 내

부 공간을 가장 풍부하게 볼 수 있는 지점들이다. 주변의 도심과 대

조되는 자연 요소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점들로 도심의 일상

과는 구분되는(Being Away) 경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매력

적인(Fascinating) 경관으로는 디딤돌을 포함하여 보이는 지점들에

서 매혹적이며 시선을 끄는 경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 요소

들로 자연석, 교목, 관목 등의 배치 그리고 물의 흐름과 같은 자연

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짜임새(Coherence)의 정도는 교목, 관목,

자연석, 인공석, 디딤돌 등 여러 구성 요소들에 의해 조성되어 복잡

하거나 무질서한 느낌을 주지 않으며 자연 요소들에 의해 정돈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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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지점 정보 점유 지점에서 보이는 주요 경관

SW1

(A-4 / 13㎡ / 1)

SW2

(A-4, B-2 / 22㎡ / 4)

SW3

(B-1, 3 / 24㎡ / 2)
SW4

(A-4 / 20㎡ / 1)
SW5

(A-3, 4 / 26㎡ / 10)
표 4-18. 안쪽 경계부의 점유 지점 단면과 보이는 경관에 대한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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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지점 정보 점유 지점에서 보이는 주요 경관
WA1

(A-1 / 29㎡/ 3)

WA2

(A-s / 352㎡ / 9) 

표 4-19. 인공수변의 점유 지점 단면과 보이는 경관에 대한 스케치

2) 인공수변

인공수변은 직각의 계단형 수변을 가진 공간 유형을 말한다. 인공

수변의 점유 지점들은 청계광장에 내려오는 부분에 있는 폭포와 전

면에 보이는 상류 지역의 불규칙적인 형태를 형상화한 인공수변과

유선형의 수변이 대표적인 시각적 내용들이다.

인공수변에서 보이는 경관은 매력적인 요소로 폭포와 유선형의 수변과

불규칙적인 형태의 수변, 그리고 가장 물과 인접해 있어 물과의 접촉이

가장 많고, 물고기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짜임새 있게 벽과

바닥 페이빙, 대리석 마감된 수변 계단과 같은 인공 요소들로 구성되어

혼잡하지 않고 질서 있게 배치된 구조이다. 다른 청계천의 공간 유형들

에 비해 주요 진입 공간과 주변 도심이 잘 보이는 경관적인 특징으로

인해 벗어남(Being Away)을 느끼게 하는 데에는 나머지 4개 공간 유

형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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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지점 정보 점유 지점에서 보이는 주요 경관

WN 2

(A-2, 3, B-1 / 35㎡ / 6)

WN3

(A-2, 4 / 32㎡ / 8)

표 4-20. 자연수변의 점유 지점 단면과 보이는 경관에 대한 스케치

3) 자연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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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수변은 자연석, 교목 및 관목, 초본류 등을 사용하여 수변을 처

리한 유형을 말한다. 자연수변 공간 유형에서 보이는 경관은 크게

두 개로 나뉠 수 있다. 청계천의 물의 흐름과 건너편의 수변 녹지가

주로 보이는 경관과 광통교에 인접한 넓은 자연석으로 포장된 역사

적인 흔적을 가진 오픈된 부분이다.

자연수변에서 보이는 경관은 주변 도심의 경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

고 역사적인 환경 요소와 녹지와 자연석으로 수변이 처리되어 도심에

서 벗어난 느낌을 준다. 매력적인 요소들로는 자연수변의 자연석과 초

화류, 광통교 인근의 역사적인 요소들이 대표적이며, 점유한 지점 인근

의 녹지와 자연석 등을 가장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경관을 가지고 있다.

4) 디딤돌 주변

디딤돌 주변은 청계천 좌우를 건널 수 있는 디딤돌이 놓여 있는 공

간 유형이다. 북측의 디딤돌로 내려가는 계단은 2∼3단의 낮은 형

태로 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고, 남측은 4∼10개의 자연

석 혹은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된 구조이다. 북측의 경우 물의 흐름

과 물고기를 쉽게 볼 수 있고 전면의 계단과 그 주의의 녹지를 볼

수 있다. 남측의 경우는 매력적인 공간구조로 짜임새 있게 구성된

경관을 가지고 있다. 남측이 북측에 비해 지형의 레벨이 높아서 좀

더 조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력적인 경관구조를 갖게 한다.

즉 북측의 경우 좀 더 친수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고, 남측의 경우

는 조망 지점으로서의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인 차

이는 북측과 남측에 대해 매력적으로 느끼는 정도에 차이를 갖게

하며 짜임새, 벗어남의 정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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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지점 정보 점유 지점에서 보이는 주요 경관

SS1

(A-3, B-1 / 60㎡ / 5)

SS2

(A-3 / 35㎡ / 1)

SS3

(B-1, 3 / 50㎡ / 2)
SS4

(B-2, 4 / 18㎡  /2)
SS5

(A-4 / 2㎡ / 1)
표 4-21. 디딤돌 주변의 점유 지점 단면과 보이는 경관에 대한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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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량 하부

         점유 지점 정보 점유 지점에서 보이는 주요 경관
UB1(A-1 / 110㎡ / 4)

UB2(A-2 / 76㎡ / 4)

UB3(A-2, B-3 / 187㎡ / 6)

UB4(A-4 / 52㎡ / 2)

UB5(A-4 / 43㎡ / 2)

표 4-22. 교량 하부의 점유 지점 단면과 보이는 경관에 대한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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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점유 지점 정보 점유 지점에서 보이는 주요 경관
UB6(B-1 / 115㎡ / 2)

UB7(B-2 / 18㎡ / 1)

UB8(B-3 / 7㎡ / 1)

UB9(B-4 / 17㎡ / 4)

U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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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하부는 청계천 조사 구간에 걸쳐 남측과 북측을 가로지르는 교

량 하부 공간을 말한다. 점유 공간의 공간 유형에 따라 10개로 나뉘

며 주요 지점에서 보이는 경관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장통교

와 수표교를 제외하고는 넓은 교량 하부 천정 면을 가지고 있어 다른

공간 유형들에 비해 어둡다. 또한 수변 계단의 처리가 자연석이냐 대

리석이냐에 따라 차이가 날 뿐 대체로 일관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수표교 남측에서 보이는 북측 경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녹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벗어남(Being Away)의 경우

도심의 공간구조와 다른 경관 구조를 가지고는 있으나 도시적인 느낌

이 다른 공간 유형들에 비해 가장 크며, 매력적이며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의 경관은 아니다. 짜임새(Coherence)의 경우 경관의 구조가 복잡

하지는 않지만 다른 공간 유형들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짜

임새 있는 환경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지루한 환경으로 인식될 수 있다.

6) 주의회복 경관의 유형별 차이

시각적인 경관의 차이는 크게 자연 요소들이 풍부하게 보이는 안쪽

경계부, 자연수변, 디딤돌 주변과 그렇지 않은 교량 하부와 인공수

변으로 나뉜다. 즉, 수변과 벽면 그리고 청계천 양측 벽면 상단 화

단과 주변 가로수와 같은 자연 요소들이 풍부하게 보이는 공간 유

형과 그렇지 않은 공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자연 요소들

이 풍부하게 보이는 공간 유형들에서는 보이는 경관의 깊이가 큰

안쪽 경계부와 상대적으로 적은 자연수변과 디딤돌 주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 요소가 보이는 정도의 차이는 앞서 논

의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와 유사하다. PRS 정도가 안쪽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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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교량 하부와 인공수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벗어남과

매력을 설명하는 기분 전환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로 미

루어보건대 같은 도시 공원 내 공간들일지라도 자연 요소의 정도에

따라 주의회복효용에 차이를 보이며, 일상과 벗어난 느낌 그리고

각 구성 요소에서 느끼는 매력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앞서 공간 유형별 행태의 장의 넓이가 작

은 안쪽 경계부, 자연수변, 디딤돌 주변이 주의회복효용이 큰 것으

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한다.

복잡하지 않고 질서 있는 환경으로 인식하는 짜임새(Coherence)의

경우 안쪽 경계부가 교량 하부에 비해 좋은 공간 유형으로 나타났

다. 교량 하부와 안쪽 경계부의 경우 교량 하부가 더 단순한 경관구

조를 가지고 있지만 안쪽 경계부가 짜임새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다양한 자연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더 짜임새 있는 경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밖에 안쪽 경계부가 자연수변과 교량 하부와 같이 차폐되고 어두

운 공간들에 비해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를 덜 유발하는 것으로 나

타나 도시 공원 내에서 주의회복환경을 조성할 경우 개방되며 자연

요소들을 잘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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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회복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정적인 행위가 유발되는 독특한 경관구조를 가지고 있는

청계천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

는 연구 대상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대상지를 동일한 방

법들로 도출·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 절에서는 향후 진

행될 연구들을 기대하며 청계천에서 발견·분석된 내용들을 토대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간을 새롭게 조성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처럼

사람을 위한 주의회복환경 영향평가를 도입할 경우 PRS가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도시 공원이 갖는 주의회복환경 영

향정도의 크고 작음을 제시할 수 있어 도시 공원의 관리 및 리모델

링 등에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도시 공원의 건강효용 가치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다.

Ÿ PRS를 활용한 도시 공원의 건강효용가치 평가

둘째, 주의회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점유 지점에 대한 고려와

점유 지점에서 보이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조

망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자연 요소들을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공간의 깊이를 위해 교목, 관목, 자연석, 지피·초화류 등을 고루 사

용하여 공간의 깊이 감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조망

하는 지점들로서 앉을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위치와 면적 등을 동

시에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치는 점유자에 대한 시각적인 개방감과

자연 요소들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해야 하며, 점유지점의

넓이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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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선형의 공간이나 소규모로 점적인 공간 점유만 허용하는 공

간 조성이 중요하다.

Ÿ 자연 요소들의 적극 활용과 공간의 깊이 감 조성, 그리고

이를 조망하는 지점에 대한 개방성, 위치, 면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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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청계천을 대상으로 주의회복환경 효용을 확인하고, 각 효용이 있는 점유

지점들에 대한 분석하였으며, 각 점유 지점에서 보이는 경관을 논하였다.

응답자들의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저감 정도와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

하고자 PRS와 ZIPERS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도출된 설문내용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PRS는 ‘기분 전환’, ‘지루함(역채점)’, ‘짜임새’, ‘적

합성’ 요인들로 분류되었고, ZIPERS는 ‘행복/만족’, ‘슬픔/두려움/분노’,

그리고 ‘부정적 신체 반응’ 요인들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요인들에 따라

청계천 조사 구간의 평균 PRS는 6.12로 도출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를

기준으로 옥상 정원이나 언덕 그리고 정원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고,

자연 호수가 주는 주의회복효용 정도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개인 정보에 따라 PRS의 차이가 유발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이용 횟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

인 정보에 따라 ZIPERS의 차이가 유발되는지도 확인하였는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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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반응이 결정되는 적정 이용 횟수가 있다

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행인 수에 따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감

정 반응이 낮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간의 인식범위로 청

계천외부공간을 포함해서 지도를 작성한 그룹이 청계천 내부만 인

식한 그룹들에 비해 ‘기분 전환’ 요인 점수는 낮게 나타났고, ‘짜임

새’ 요인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로 인해 청계천

의 내부 환경이 주의회복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인지지도

를 통해 설명해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청계천 내부 환

경이 매력적이며 일상에서 벗어난 느낌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은 설명되고 있어 참조가 된다. 이상의 내용들은 설문을 통해 도출

된 내용들로 주의회복환경이 이용자들의 특성과 환경적인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주의회복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사회적인 변

수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환경 조성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간 유형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5개 공간 유

형별로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안쪽 경계부가 PRS가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 유형별 행태의 장의 넓이에 따

른 PRS와 각 요인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행태의 장의

넓이가 작은 유형들인 안쪽 경계부, 자연수변, 디딤돌 주변이 PRS

와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로서 본 연구에서는 공

간 유형에 따라 안쪽 경계부를 포함하는 소규모 공간에서 응답한 이

용자 그룹에서 주의회복환경 효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지점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경관들을 스케치한 뒤 정성적인 분석

을 통해 시각적인 경관의 차이에 대해 논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들

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는 통계적 분석 결과를 보충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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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연구 방법 적용 부분의 여러 제한으로 인해 몇 가지 한

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자가 이동 촬영을 실시하였기에 점유

패턴의 흐름과 변화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공간 전체의 행태상

연속적인 움직임은 다루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설문과 관찰 모두 점

유 지속 시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기에 시간에 대한 변수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점유 지속 시간에 따른 영향 정도에 대

해선 다루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구체적인 행태의 장 공간 유형별로

설문을 진행하였다면 더욱 자세한 주의회복환경 효용과 점유 지점

과 보이는 경관에 대한 차이를 도출할 수 있었겠으나 그러하지 못

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

를 지니고 있다. 첫째, 관찰과 설문을 통해 환경과 사람에 대한 통

합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는 것과 이를 위해 고안된 방법들의 새로

운 조합과 시도를 통해 유의한 결과들을 도출하였다는 데 있다. 둘

째, 청계천의 주의회복환경 효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주의

회복환경 지각 정도가 이용횟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넷째, 행태

의 장 개념을 통해 점유 지점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곳에서의 주

의 회복 효용 정도를 논하고 각 지점에서 보이는 경관에 대한 분석

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자세한 주의 회복 환경을 논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Alexander(1975)의 저서 ‘Pattern Language’는

조경, 건축, 도시 등 여러 계획·설계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지

금도 공간을 설계하는 이들이라면 교과서와 같이 이용되고 있는 책

이지만 그의 통찰력 있는 결과들은 주관적이며 일반화되지 못한 주



- 95 -

장, 그리고 경험적 기술에 기반 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Seamon, 1987). 본 연구의 결과들은 환경-행태 연구의 맥락에

서 주의회복환경 조성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체적

인 공간 유형을 다루고 있어 이러한 비판을 넘어 좀 더 힘 있고 설

득력 있는 설계 언어들을 다루고 있다는데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앞으로 도시 공원을 통한 건강 효용적 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겠다.

3. 향후 연구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충분한 예산과 인력풀이 허용된다면 다양한

관찰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이동에 의한 촬영과

여러 지점에 Time-Laps 카메라들을 설치하여 촬영한 영상을 오랜

기간 확보하여 분석한다면 좀 더 유의한 결과와 시간이라는 축 선

상에 그 변화 양상까지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향

후 연구에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과 관점으로 여러 도시오픈스페이스

들에 적용한다면 설계가의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한 설계가 아닌 객

관화된 수치에 의한 더 풍부한 설계언어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노력들은 설계되는 조경 공간이 더욱 큰 모멘텀을 가지

고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도시 공간들을 바꾸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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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부록 1. 환경-행태 연구의 방향

1) 조경의 실재이론(substantive theory)

조경에서의 이론의 부재에 대한 고민은 조경을 공부하는 이들이 공

통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실천 학문으로서

이론이 필요한가?’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경을 기법

이나 기술적인 혹은 장식적인 의미로 치부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

화장술로서의 조경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며, 이러한 비판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실천에 종속된 이론’에 있다(배정한, 1998).

조경에서 두 가지 형태의 이론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실재이론

(substantive theory)이고 둘째는 절차이론(procedure theory)이다

(Murphy, 2005). 실재이론의 경우 설계 목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으로서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채택되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되는 지식을 말한다. 절차이론의 경우 기획과정에

초점을 두고 기획 활동 자체가 추구하는 원칙이나 절차를 말하며,

방법론적 이슈를 다루며, 어떻게 설계하는지, 설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들에 관한 것을 설명한다. 조경 연구는 이러한 두 개의 이

론적인 입장을 취한다(ibid, 2005).

두 개의 이론적인 입장은 환경-행태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그룹은 Amos Rapoport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고, 다른

하나는 EDRA(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와 같

은 그룹들이다. 전자에 속한 그룹은 환경-행태의 관계들에 대한 이

해에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주로 소수의 사람들로서 환경-행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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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근본적인 이유 등을 밝히는 이론이나 지식 없이는 디자인이

나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연구의 적용

과 실천성에 주목하는 그룹들로서 과학적인 원리, 용어, 이론 등에

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연구된 내용이 직접적으

로 디자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그룹으로서 이들의 믿음

은 환경-행태 연구(Environment-Behavior Studies)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반대로 환경-행태 연구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Rapoport, 2008).

조경 연구에서는 실재이론과 절차이론 모두가 공존해야 하지만 전

자가 후자인 절차이론에 종속될 경우 조경 연구는 비판을 받게 된

다. 거기에는 양적인 팽창은 있을 수 있지만 중심이 되는 과학적인

작동 원리나 이론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럴 때 조경 연

구는 과학적인 이론의 부재라는 악순환을 면키 어렵게 된다.

2) 환경-행태 연구의 방향

Rapoport(2008)는 환경-행태 연구가 시작된 지 40년이 넘어가고 있

지만 특별히 이목을 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로 1) 통합적이고 과학적

인 이론의 부재와, 2) 적용 가능한 정보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환

경-행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통용되

는 이론과 용어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실천성과 적용에 집착

하게 되었다. 정작 조경 분야에서 참고가 되는 내용을 찾아보려고

할 때 방대한 분야와 내용12)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12) 실제로 환경-행태 연구의 이름도 분야별로 다양하다. 건축심리학

(architectural psychology), 심리건축학(psychological architecture), 사회건

축학(socio-architecture), 환경심리학(environmental psychology), 생태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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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Behavior & Society

Social Sciences

Environmental & urban sociology

Environmental psychology

Urban & social geography

Urban & cultural anthropology

Environmental & urban studies

Environmental Design & the Built Environment
Human factors engineering

Interior design

Landscape architecture

Architecture

Urban design

Urban planning

Resource management

부록_표 1. 환경-행태 연구 분야 (Moore, 2004 내용 편집). 환경-행태 연구는 크게 사회

과학과 계획 설계 분야에서의 연구로 나뉘며 조경은 후자에 속해 있다.

환경-행태 연구의 진일보를 위해 두 가지 내용이 고려된다. 1) 초기

환경-행태 연구에서 소개된 이론들에 다시 주목하는 것(Rapoport,

2008)과 2) 환경-행태 연구의 다양성을 인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학(ecological psychology), 환경사회학(environmental sociology), 환경인류

학(environmental anthropology), 사회-물리적 기술(socio-physical

technology), 디자인 연구(design research), 환경 행태 디자인연구

(environment behavior design research), 환경 설계(environmental design),

사람-환경 관계(man-environment relations)로 불린다(Bechtel, 1976;

Demsky & Mack, 2008). 최근 들어서는 환경과 행태 E&B(environment

and behavior) 혹은 환경-행태 연구 (environment-behavior studies)로 불

리는 추세이다(Demsky & Mac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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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Gunther, 2009). 초기 연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론의 확

장과 적용의 적절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분야의 다양

성을 인지함으로써 조경에서의 환경-행태 연구의 필요 부분과 필

요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는 이론들 중에서 공통적인 배경을 살펴봐

야 하는 점이다. 즉 다른 분야에서 취해야 할 필요 부분은 그 배경

이 되는 이론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따른 결과보다는 배

경이 되는 이론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환경-행태 연구의 출발 이론

Giuliani와 Scopelliti(2009)는 환경심리의 초기 개념과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으로 생태심리학자인 Roger Barker를 언급하고 있다(부록

_표2). Barker(1968)의 대표적인 이론이 생태심리학(ecological

psychology)의 행태의 장 이론(behavior setting theory)이다. Barker

는 그의 스승인 Kurt Lewin의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행태 연구를 실제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자의 관찰에 의

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상황적이고 실증적인 내용을 밝혀내고자 하였

다(Popov & Compalov, 2012).

행태의 장 이론은 심리학에 근거하고 있지만 정작 주류 심리학으로

주목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그 적용 가능성과 실천성으로 인해 다양

한 분야에서 주요 이론으로 삼고 있으며, 통합적인 이론임과 동시에

관찰을 통한 경험적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과 실천 가능성이

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Popov & Chompalov, 2012). 또한 완성된

이론으로서 이는 앞서 Rapoport(2008)의 통합적 이론에 대한 필요와

초기 연구에서의 실마리 발견이라는 요구를 충족하는 이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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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efinition research concerns

Barker(1968) Ecological psychology 특정 환경/맥락 안의 인간 행태에 관한 연구

Canter(1970) Architectural psychology 개인과 인공 환경의 상호 작용에서 심리적 흐름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 

Craik(1973) Environmental psychology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man-environment의 관계를 연구함 

Pol(1993) Green psychology 도시 건축 환경에서 친 생태적 관점으로의 변화

Stokols(1995) Environmental psychology
인간과 행태의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사회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함 

Gifford(1995) Natural psychology 환경심리의 한 분파로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의 과학적 연구를 추구함 

Bonnes & Bonaiuto(2002) Environmental psychology 
of sustainable development

사람들의 행태 연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흐름을 일상적인 환경에 바탕을 두고 지역, 지구적 범위 까지 연구함 
부록_표 2.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주요 연구자와 그들의 정의

(* Giuliani & Scopelliti(2009)의 표 번역·수정 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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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관찰 방법론(Observation Methodology)

1) 관찰 방법론

Low(1987)는 환경-행태 연구 방법론으로서 질적 연구 방법상 크게 인

지적(cognitive), 관찰적(observational), 현상학적(phenomenological)13),

역사적(historical), 민족지적(ethnographic) 접근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

다. 그에 따르면 관찰적 방법론 (observational methodology)과 민족지

적 방법론(ethnographic methodology)이 주로 관찰 방법(observation

method)을 다룬다.

Cognitive

Observational
Ÿ site base
Ÿ daily settings

more objective data

Ethnographic require empathy

Historical Common Difference

Phenomenological
Discourse
Methodology Observation as Method

부록_표 3. 환경-행태 연구의 연구 방법론

13) 현상학적인 방법론을 통한 대표적인 연구 결과는 Alexander(1975)의 패턴

랭귀지를 들 수 있다. Alexander는 세심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관찰을

통해 각각의 현상들의 패턴을 식별하고, 그 안의 사람과 환경의 관계들과

내용들을 분석하고, 다시 분류함으로써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학적인 접근은 1) 주관적인 결론, 2) 일반화되지

못함, 3) 경험적 기술에 바탕을 둔 데이터와 같은 내용들로 비판을 받는

다(Seamo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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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지적 방법론은 주로 연구자 자신이 사회 구성원의 관점에서 생

각할 필요가 강조되며, 감정 이입 과정도 포함한다. 이로 인해 연구

자가 그 환경에 수용되고 투입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Bloor & Wood, 2006). 하지만 관찰적 방법론은 문화와 행

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선택되며, 좀 더 구체적으로 행태가 발

생되는 지역과 패턴의 해석을 위해 선택된다(Low, 1987).

민족지적 방법론과 관찰 방법론 모두 현장 중심의 연구라는 점과

일상을 다룬다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가질 수 있으나 연구자의 감

정이입과정 요구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다. 또한 민

족지적 방법론의 경우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관찰적 방법론

의 경우 보다 객관적인 사실들을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부분에서 차

이를 보인다.

관찰적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관찰 가능한 활동의 발

생과 각 활동을 위한 대상지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연구 설계 시

가설이나 이론의 일반화나 증명을 요구한다(Low, 1987).

본 연구에서 논의한 행태의 장 이론은 관찰에 의한 연구를 요구한

다. 이로 인해 감정 이입을 허용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수집

된 자료를 연구 데이터로 삼아야 한다. 행태의 장 이론을 위한 관찰

연구는 민족지적 방법론과는 차이를 두며 방법론상 관찰에 의해 연

구를 진행한다. 또한 행태의 장이론의 일반화를 위해 여러 대상지

에 존재하는 공통된 환경적인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론의 일반

화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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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을 통한 주요 선행 연구

Oscar Newman(1978), William Whyte(1988) 그리고 Jan Gehl (1987)

은 일상에서의 사람들의 행태를 관찰함으로써 도시 환경이 사회/문화

적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했고 그들의 연구 결과는

많은 설계가들에게 유용한 개념이 되었다(Porta & Renne, 2005).

Newman(1978)의 경우 뉴욕 시 경찰청의 범죄 기록과 물리적 현황

에 대한 조사 내용, 부동산 정보,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각 변수로 보

고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방어적 공간(defensible space)에

대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관찰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연구

내용은 아니지만 물리적 현황에 대한 각 유형들을 분류하기 위해 관

찰에 기초하여 각 공간 유형별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있다.

Whyte(1980)는 대표적으로 관찰을 통해 도시오픈스페이스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7년 동안 Time-Lapse 카메라를 통해 뉴욕의 주요 광장

들의 이용 행태를 관찰하였다. 그의 연구는 뉴욕의 도시 공공 공간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정책 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공하였다.

Gehl(1987; 2010)의 경우는 눈높이에서 경험되는 도시를 주로 관찰

함으로써 살기 좋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그의 연구 역시 오늘날 전 세계 대표적인 살기 좋은

도시들에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도시오픈스페

이스 개발에 많은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연구가들이다. 이들의 연

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실제 설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찰을 통한 경험적 연구는 현실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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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찰 방법(Observation Method)

관찰을 통한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개입하고 이입되므로 어

떤 현상에 대한 문제점 등을 더욱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관찰은 인터뷰나 설문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할

수 있고, 행태의 변화, 행태의 패턴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또한 앞

으로 발생할 행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Zeisel, 2006).

관찰을 통한 연구는 행태, 환경, 시간인자의 기록으로 구성된 방법

이다(Bell et al., 2001). 관찰을 통한 연구 진행 시 고려해야 하는 내

용들로 인간의 행태(behavior), 그 행태를 수용하는 환경

(environment), 시간(time), 관찰자(observer), 관찰 기록(record of

observation)이 있다(Bechtel & Zeisel, 1987). 관찰을 통한 연구는

인간의 행태와 환경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양

상을 기록함으로써 행태의 변화와 패턴을 분석하도록 한다. 관찰은

인간의 행태, 환경, 시간이라는 3개의 주요 축을 중심으로 접근하

며, 관찰자의 시점(vantage point)과 관찰의 기록(record of

observation) 방법이 중요하게 다뤄진다(Zeisel, 2006).

관찰 대상 주체인 행태(behavior)와 관련해서는 행위자가 누구이며,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행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주변인자는 무

엇이며, 어떤 맥락에서 행태가 발생하고, 어떤 환경적인 특징이 있는

지를 관찰한다(ibid, 2006).

관찰 대상인 환경(environment)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행태의 장

(behavior setting)과 행동 유도성(affordance) 개념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행태의 장 개념은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의 행태의 장

(behavior setting)은 일상적인 반복으로 발생하며, 하나의 특별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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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발생하는 인간 행태의 고정된 패턴이다. 행동 유도성

(affordance) 개념은 행동을 제공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어떤 장소 혹

은 환경의 특징을 말한다. 이는 누군가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반면 다른 이들의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Little,

2010). 또한 행동 유도성은 개인의 행위에 기반 한 경험에 근거한다

(Heft, 2010). 행동 유도성(affordance) 개념을 통해 행태의 장을 이해

하면 다음과 같다. 행태의 장(behavior setting)은 개개인의 행위를

유도하는 어떤 환경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며 그 안의 행태는 주요한

하나의 행태를 갖게 된다. 행태의 장(behavior setting)과 행동 유도

성(affordance) 개념에 따라 도시오픈스페이스를 경험하는 행위자들

의 행위를 관찰하므로 행동 패턴을 읽을 수 있으며, 읽혀진 행동 패

턴이 발생하는 공간을 하나의 행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그 안의 공간적인 특징을 읽어냄으로 행동을 제공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인 특징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지는

환경적인 특징이란 행위자의 행태를 수용하는 환경을 말하고 있다.

시간(time)에 관해서는 발생하는 행동들을 시간적인 축 위에서 읽

어내므로 시간에 따른 행동 패턴을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일정한 시간적 범위만 설정하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는 밝히지 못하였다.

Bethel과 Zeisel(1987)은 관찰자의 시점을 단순한 관찰자(naive

observer),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숨은 관찰자(hidden

observer)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Zeisel(2006)은 숨은 외부자

(secret outsider), 인식되는 외부자(recognized outsider), 주변적인

참가자(marginal participant), 완전 참여자(full participant)로 구분

하여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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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시점 특성

관찰자

참여

유무

장점 단점

Bethel

&

Zeisel

(1987)

단순한

관찰자

(naive

observer)

가치판단은 지양하고

최대한 객관적 관찰

기술

유

이용자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내용들 도출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기

어렵고 숙련이 요구됨

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

관찰자가 이용구성원이

되어 일상에 대한 관찰

기술

개인보다는 문화 혹은

그룹의 특징 등을

도출하는 경우 사용

유

이용 구성원들의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행태의 의미

등에 대한 이해를

도움

특정 지역

구성원들의 문화

혹은 특징 등을

도출

관찰 지역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관찰 허용이

요구되며 신뢰관계 형성이

요구됨(오랜 기간 소요)

관찰자의 주관적 견해로 인한

정보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Hawthorn effect 발생할 수

있음

숨은 관찰자

(hidden

observer)

이용자들의 행태를

관찰자가 숨어서

근거리에서 관찰함

무
관찰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음

사생활 침해와 같은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

Zeisel

(2007)

숨은 외부자

(secret

outsider)

원거리 관찰

주로 비디오 카메라

혹은 time-lapse 카메라

이용

무

상대적으로 넓은

대상지에서 그

안의 이용자들의

행태를 관찰할 수

있음

구체적인 행태 구분에

어려움이 있음

인식되는

외부자

(recognized

outsider)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관찰함
유

근접 관찰을 통한

구체적 내용 관찰

가능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Hawthorn effect 발생할 수

있음

주변적인

참가자

(marginal

participant)

공공 장소 내 관찰로

같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관찰

일상의 행태 관찰

유
특별한 허가 없이

관찰 가능

일상과 다른 관찰자의 태도

등이 이용자의 행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일상의 현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관찰 이상의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해야 함

완전 참여자

(full

participant)

완전함참여자가되어

연구를진행함(이용자와

동일한관점에서관찰함)

특정이용자의행위에

따른반응등을관찰하기

때문에참여관찰과는

차이가있음

유
가장 밀접한

관찰이 가능함

때로는 이용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가 있음

부록_표 4. 관찰 시점별 특성/관찰자 참여 유무/장점/단점

관찰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관찰 시점에 따라 연구의 방향, 대상,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험 환경, 일상적인 환경,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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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지 실외인지, 혹은 고정된 기기를 통한 관찰이냐 아니면 관찰

자가 개입된 관찰이냐에 따라 연구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은 부록_ 표 4와 같다. 본 연구는 도시

오픈스페이스 상의 행태를 관찰하기 때문에 주변적인 참가자의 시

점을 유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108 -

부록 3. 공간 유형별 PRS 추가설문

앞서 행태의 장으로 도출된 공간들의 유형을 24개 유형으로 분류하

였고 각 대표 공간 유형에 따른 주의회복환경지각 정도를 알기 위

해 약식 PRS를 사용하였다. 약식 PRS는 Betro(2005)에 의해 제시

된 것으로 문항수가 많을 경우 그 정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이다. 기존 약식 PRS 문항이 적용된 연구는 이승훈(2011)과

Betro (2005)가 있으며, 기존 16개 문항과 26개 문항으로 진행된

PRS 평균 점수와 유사한 값이 도출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슬라이

드 이미지와 사진을 통해 주의회복환경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부록_그림 1. 인터넷 설문 캡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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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4개의 주의회복환경 요인들을 묻기 위해 각 요인별

로 총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세부 공간 유형에 대한 주의회복

환경 정도를 확인하고자 대상 공간 유형의 사진과 공간의 단면도를

제시하였다.

PRS Subclass Questionnaires
Being Away (1) Ÿ 이곳에 앉아 있으면 일상에서 벗어난 느낌이 든다.   
Fascination (1) Ÿ 이곳은 매력적인 장소이다. 
Coherence (1) Ÿ 이곳은 짜임새 있게 잘 구성/정돈된 장소이다. 
Compatibility (1) Ÿ 이곳은 내 성향에 맞아 앉아 있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부록_표 5. PRS 4개 항목별 설문 문항

세부 공간 유형에 대한 PRS 설문은 구글 Forms를 활용하여 인터

넷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14년 11월 14일과 15일 이

틀간 진행하였고, 공간에 대한 인지능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경전공 3, 4학년, 그리고 석, 박사 대학원생들로 총 69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누락된 항목이 많은 설문과 outlier로 도출된 20명의 응

답 내용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고, 총 49명의 설문응답을 분석하

였다. 인터넷 설문은 사진, 단면, 그리고 4개의 설문 문항을 하나의

유닛으로 총 24개의 유닛으로 총 9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11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방식으로 이메일

로 링크된 인터넷 설문을 통해 간편하게 클릭을 하게 함으로 진행

하였고, 설문 응답 소요시간은 5분 내외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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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 + 단면 번호 사진 + 단면

1 7

2 8

3 9

4 10

5 11

6 12

부록_표 6. 인터넷 설문에 사용된 사진과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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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 + 단면 번호 사진 + 단면

13 19

14 20

15 21

16 22

17 23

18 24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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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선행연구의 PRS 문항

PRS Subclass Questionnaires Authors

Being Away

Ÿ 이곳은 피곤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긴장을 풀면서 흥미로운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다. 
Betro (2005) 내용 이승훈 (2011)번역

Ÿ 이곳에 있으면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Ÿ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Ÿ 이곳에 있으면 모든 것을 잊고 어디론가 떠난 기분이 든다. 
Ÿ 이곳에 있으면 일하느라 지친 머리를 쉬게 할 수 있다. 
Ÿ 이곳에 오면 보기 싫은 걸 안 봐도 된다. 

Hartig, Kaiser, & Bowler (1997)내용 이승훈 & 현명호 (2004) 번역 => 유윤희, 연평식, 신원섭 (2013) 재인용 
Ÿ It is an escape experience. 
Ÿ Spending time here gives me a good break from my day-to-day routine. 

Hartig et al. (1997)
Ÿ Being here is an escape experience. 
Ÿ Spending time here gives me a break from my day-to-day routine. 
Ÿ It is a place to get away from it all. 
Ÿ Being here helps me to relax my focus on getting things done. 
Ÿ Coming here helps me to get relief from unwanted demands on my attention.     

Hartig, Kaiser, & Bowler (1997)

Ÿ This place is a refuge from unwanted distractions. 
Ÿ Spending time here gives me a break from my day to day routine. *
Ÿ The is a place to get away from the things that usually demand my attention. 
Ÿ I experience few demands for concentration when I am here. 
Ÿ When I am here I don’t have to focus on things that I’m not really interested in. 

Purcell, Peron, & Betro (2001)

Ÿ I am in a different setting than usual.
Ÿ I do something different than I usually do
Ÿ I am in a different environment than usual.
Ÿ When I am here I feel free from work and routine. 
Ÿ When I am here I do not need to think of my responsibility.
Ÿ I am away from my obligation. 

Laumann et al. (2001)

부록_표 7. 선행연구 PRS의 벗어남(Being Away)문항들



- 113 -

PRS Subclass Questionnaires Authors

Fascination

Ÿ 이곳은 매혹적이다. 즉, 충분히 넓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곳이다. Betro (2005) 내용 이승훈 (2011)번역
Ÿ 이곳은 매혹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 
Ÿ 이곳은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서 내 시선을 끈다. 
Ÿ 이곳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 
Ÿ 이곳은 탐색하고 발견할 것이 많다. 
Ÿ 이곳에서 주위를 좀 더 둘러보고 싶다. 
Ÿ 이곳은 지루하다. (역채점 문항)
Ÿ 이곳은 매혹적이다. 
Ÿ 이곳엔 볼만한 것이 없다. (역채점 문항)

Hartig, Kaiser, & Bowler (1997)내용 이승훈 & 현명호 (2003) 번역 => 유윤희, 연평식, 신원섭 (2013) 재인용 

Ÿ The setting has fascinating qualities.
Ÿ My attention is drawn to many interesting things. 
Ÿ I would like to get to know this place better. 
Ÿ I want to explore the area. (There is much to explore and discover here.)
Ÿ I would like to spend more time looking at the surroundings. 

Hartig et al. (1997)

Ÿ This place has fascinating qualities. 
Ÿ My attention is drawn to many interesting things. 
Ÿ I want to get to know this place better. 
Ÿ There is much to explore and discover here. 
Ÿ I want to spend more time looking at the surroundings. 
Ÿ This place is boring. 
Ÿ The setting is fascinations. 
Ÿ There is nothing worth looking at here. 

Hartig, Kaiser, & Bowler (1997)

Ÿ There is plenty to discover here.
Ÿ There are many things here that I find beautiful. 
Ÿ There is plenty that I want to linger on here. 
Ÿ This setting has many things that I wonder about.
Ÿ There are many objects here that attract my attention. 
Ÿ I am absorbed in these surroundings. 

Laumann et al. (2001)

Ÿ This place is fascinating. 
Ÿ Following what is going on here really holds my interest. 
Ÿ This place is large enough to allow exploration in many directions. 
Ÿ This place awakens my curiosity. 
Ÿ There is much to explore and discover here. 
Ÿ My attention is drawn to many interesting things here. 
Ÿ It is hard to be bored here. 

Purcell, Peron, & Betro (2001)

부록_표 8. 선행연구 PRS의 매력(Fascination)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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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 Subclass Questionnaires Authors

EXTENT

Coherence

Ÿ 이곳은 구성요소들이 잘 정돈되어 있다. Betro (2005) 내용 이승훈 (2011)번역
Ÿ 이곳은 너무 번잡하다. (역채점 문항)
Ÿ 이곳은 혼란스럽다. (역채점 문항)
Ÿ 이곳은 매우 산만하다. (역채점 문항)
Ÿ 이곳은 무질서하다. (역채점 문항)

Hartig, Kaiser, & Bowler (1997) 내용 이승훈 & 현명호 (2003) 번역 => 유윤희, 연평식, 신원섭 (2013) 재인용
Ÿ There is too much going on. 
Ÿ It is a confusing place. 
Ÿ There is a great deal of distraction. 
Ÿ It is chaotic here. 

Hartig et al. (1997)

Ÿ There is too much going on. 
Ÿ It is a confusing place. 
Ÿ There is a great deal of distraction. 
Ÿ It is chaotic here. 

Hartig, Kaiser, & Bowler (1997)

Ÿ The elements here go together. 
Ÿ The surroundings are coherent.
Ÿ All the elements constitute a larger whole.
Ÿ The existing elements belong here.  

Laumann et al. (2001)

Ÿ There is a clear order in the physical arrangement of this place. 
Ÿ The things and activities I see here seem to fit together quite naturally. 
Ÿ It is easy to see here how things are organized. 
Ÿ Everything here seems to have a proper place.  

Purcell, Peron, & Betro (2001)

Scope

Ÿ 이곳은 충분히 넓어서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 즉, 자체적으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Betro (2005) 내용 이승훈 (2011)번역
Ÿ There are few hard boundaries here to limit my possibilities for moving about. 
Ÿ It seems like this place goes on forever. 
Ÿ This place has the quality of being a whole world to itself. 

Purcell, Peron, & Betro (2001)

부록_표 9. 선행연구 PRS의 범위 (Extent)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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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 Subclass Questionnaires Authors

Compatibility

Ÿ 이곳은 방향을 찾고 돌아다니기가 쉬워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Betro (2005) 내용 이승훈 (2011)번역

Ÿ 이곳에 있는 게 내 취향에 맞다.
Ÿ 이곳에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Ÿ 이곳에 내가 몸담고 있는 것 같다. 
Ÿ 이곳에 있으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Ÿ 이곳에 있으면 이곳과 하나가 되는 것 같다.  

Hartig, Kaiser, & Bowler (1997) 내용 이승훈 & 현명호 (2004) 번역 => 유윤희, 연평식, 신원섭 (2013) 재인용 
Ÿ I can do things I like here. 
Ÿ I have a sense that I belong here. 
Ÿ I have a sense of oneness with this setting. 
Ÿ Being here suits my personality.
Ÿ I could find ways to enjoy myself in a place like this. 

Hartig et al. (1997)

Ÿ Being here suits my personality. 
Ÿ I can do things I like here. 
Ÿ I have a sense that I belong here. 
Ÿ I can find ways to enjoy myself here. 
Ÿ I have a sense of oneness with this setting. 

Hartig, Kaiser, & Bowler (1997)

Ÿ The environment gives me the opportunity to do activities that I like.
Ÿ I can handle the kinds of problems that arise.
Ÿ I rapidly adapt to this setting. 
Ÿ There is an accordance between what I like to do and these surroundings. 
Ÿ I am capable of meeting the challenge of this setting.  

Laumann et al. (2001)

Ÿ This place does not place demands on me to act in a way I would not choose. 
Ÿ There is little here to prevent me from doing what I would choose to do. 
Ÿ Being here fits with my personal inclinations. 
Ÿ It is easy to do what I want here. 
Ÿ I can find my way around here without trouble. 
Ÿ The activities that it is possible for me to do here are activities I enjoy. 

Purcell, Peron, & Betro (2001)

Legibility

Ÿ 이곳엔 돌아다니는데 길잡이가 될 만한 것이 있다. 
Ÿ 머릿속에 이곳의 지도를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Ÿ 이곳은 길 찾기가 쉽다. 
Ÿ 이곳은 알기 쉽게 짜여져 있다. 

Hartig, Kaiser, & Bowler (1997) 내용 이승훈 & 현명호 (2004) 번역 => 유윤희, 연평식, 신원섭 (2013) 재인용 
Ÿ There are landmarks to help me get around. (legibility)
Ÿ I could easily form my way around here. (legibility)
Ÿ It is easy to find my way around here. (legibility)
Ÿ It is easy to see how things are organized. (legibility)

Hartig, Kaiser, & Bowler (1997)

부록_표 10. 선행연구 PRS의 적합성·가시성 (Compatibility·Le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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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 Subclass Questionnaires

Being Away
(5)

Ÿ 이곳에 있는 것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경험이다. 
Ÿ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반복적인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
Ÿ 이곳에 있으면 모든 것을 잊고 어디론가 떠난 기분이 든다. 
Ÿ 이곳에 있는 것은 잡다한 일들로 분주해진 상태에서 쉬게 한다.  
Ÿ 이곳에 오는 것은 싫은 일들로부터 휴식을 취하도록 돕는다.     

Fascination
(8)

Ÿ 이곳은 매혹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 
Ÿ 이곳은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서 내 시선을 끈다. 
Ÿ 이곳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 
Ÿ 이곳은 탐색하고 발견할 것이 많다. 
Ÿ 이곳을 둘러보는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  
Ÿ 이곳은 지루하다. (역채점 문항)
Ÿ 이곳은 매혹적이다. 
Ÿ 이곳엔 볼만한 것이 없다. (역채점 문항)

Coherence
(4) 

Ÿ 이곳에서 보이는 것들은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되어 있다.  
Ÿ 이곳은 혼잡한 곳이다. (역채점 문항)
Ÿ 이곳엔 보기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다. (역채점 문항)
Ÿ 이곳은 무질서하다. (역채점 문항)

Compatibility
(5) 

Ÿ 이곳에 있는 것이 내 성향에 알맞다. 
Ÿ 앉아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에 부합한 장소다. 
Ÿ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느낌이 든다. 
Ÿ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즐겁다. 
Ÿ 여기 않아 있는 장소와 내가 일체된 느낌이다.    

Legibility
(4)

Ÿ 이곳을 돌아다니는데 길잡이가 될 만한 것이 있다. 
Ÿ 머릿속에 이곳의 지도를 쉽게 그릴 수 있다. 
Ÿ 이 주변은 길 찾기가 쉽다. 
Ÿ 이곳은 알기 쉽게 짜여져 있다.   

부록_표 11. Hartig 외(1997) 의 26개 PRS 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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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10-20 21-30 30-40 40-50 50-60 60 이상

0명 1명 2명 3명 이상

1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지하철 버스 지하철-버스 자가용 도보
자전거 및 오

토바이

10분 이내 한 시간 이내 1~2시간 2시간 이상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부록 5. 설문지 문항

(1-6번 기본정보)

1. 성별

2. 귀하의 연령대는?

3. 이곳에 동행하신 분이 몇 명이십니까?

4. 평균 이용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5. 이곳에 오시기 위해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6. 이곳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아래의 문항들은 귀하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대한 질문입니다.

(7-22 번 10점 척도 질문)

7. 이곳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경험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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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8.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반복적인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

9. 이곳은 매혹적이다.

10. 이곳은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서 내 시선을 끈다.

11. 이곳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

12. 이곳은 볼만한 것이 없다.

13. 이곳은 지루하다.

14. 이곳에서 보이는 것들은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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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15. 이곳은 혼잡하다.

16. 이곳엔 보기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다.

17. 이곳은 무질서 하다.

18. 이곳에 있는 것이 내 성향에 알맞다.

19. 이곳에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말씀하신 목적이 부합하는 장소입니까?

20.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느낌이 든다.

21. 여기에 있는 것이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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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22. 여기에 있으면 이곳과 내가 일체된 느낌이 든다.

(23-34번 5점 척도 질문)

23. 여기에 있는 동안 근심 걱정이 없다.

24. 여기에 있는 동안 애정 어린 마음이 든다.

25. 여기에 있는 동안 행복하다.

26. 여기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

27. 여기에 있는 동안 주의 집중이 잘된다.

28. 이곳을 빨리 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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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29. 여기에 있는 동안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30. 여기에 있는 동안 호흡이 빨라진다.

31. 여기에 있는 동안 두려움을 느낀다.

32. 여기에 있는 동안 나는 슬픔을 느낀다.

33. 여기에 있는 동안 화가 난다.

34. 이곳에 있으면 화가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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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마지막으로 귀하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간략한 지도를 그려주세요.

(아래 사람이 귀하라는 가정 하에 그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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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concept of health is a general idea, to landscape 

architects, it is too conceptual and difficult to design in practical levels 

with the terms. This dissertation tries to discuss how to design and 

approach a real site in terms of health. The study uses Attention 

Restoration Theory to discuss this issue. According to ART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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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ation theory), nature in an urban area can help reduce stress 

caused by directed attention. Many researchers have traced the function 

of urban parks in stress reduction, but there is not enough design 

sources based on objective data. 

The study has three main objects. 1)The study evaluates the 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of Cheonggyceheon and its sub-area to see how 

much it works as a healthy urban park. 2) It also seek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users and the environment, and 3) draw specific 

physical settings as attention restorative environments based on 

objective data. 

The research methodology used was observation and questionnaires, in 

order to study sub-behaviour settings and their restoration effects. PRS 

(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and ZIPERS (Zukerman Inventory of 

Personal Reaction) questionnaire survey and behaviour mapping and 

video-recording observations were the research tools employed. The 

study uses SPSS 21 and ArcMap 10.1 as analysis tools. 

The study draws five results. Firstly, PRS 6.12 is the score of the 

whole research site, so the study identifies that Cheonggycheon has a 

stress reduction function. Secondly, the study also focuses on the 

possibility that users' information (visiting frequency and travel time) 

can influence the PRS. Moreover, proper frequency and the number of 

companies determines the stress reduction reaction in the environment.  

Thirdly, in the sub-area, the small sized behavior setting types 

including 'Near Sidewall' type are the most attention restorativ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RS survey. Fourthly,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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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es of each behavior settings types to see distinct physical setting, 

the study evaluates visual attention restoration environment for using 

design level source. Lastly, the study suggests two ways to design and 

plan attention restoration environments.

keywords : Healthy Environment Design, Stress Reduction Environment, 

Attention Restoration Theory, Behavior Setting, Behavior Mapping, PRS 

(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ZIPERS (Zuckerman Inventory of Personal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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