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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상업가로에 맞닿은 건축물의 전면공간을 비워두는 것으로 하는 

현재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 활용을 규제하

기 보다는 적합한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도시에서 

가로는 사람들의 통행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옥외공간의 삶을 결정하는 공

간이다. 특히 보행중심의 상업가로에서 가로에 맞닿은 건축물의 경계부는 

개별 점포의 활성화 뿐 아니라 가로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다. 지금까지 전면공간에 관한 연구는 전면공간의 사적활용을 규제대상으로 

인식하여 공공성 확보와 개별 전면공지 간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본 연구에서는 전면공지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맡겨져 있는 만

큼 적합한 활용방안 마련에 앞서, 공공과 민간의 협의점 도출을 위해 어떤 

요소들이 공간의 활용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전면공간의 활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

천카페로의 활용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로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

치는 개별 점포의 입면과 전면공간 활용 방식 등 물리적인 특징에 대해 조

사하였으며, 보행자의 선호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거리 이미지를 전면공

간 활용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전면공간 활용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

데, 하나는 기존 법의 취지와 같이 전면공간 활용이 보행편의를 저해한다는 

이성적 요인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노천카페에 의해 형성되는 거리 이미지

(거리의 활력, 이국적인 분위기 등)에 인식에 관한 감성적 요인이다. 또한 

적합한 활용을 위한 기준의 근거로 유효보도폭에 따라 두 요인의 영향이 어

떻게 변화하여 전면공간의 활용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밝혀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면공간의 활용으로 형성된 노천카페는 거리에 활력, 고급스러운   

  이미지, 이국적인 느낌 등의 영향을 미치며 가로활성화에 기여한다.

둘째, 노천카페에 대한 선호는 유효보도폭이 넓을수록 높아진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결과, 유효보도폭이 노천카페의 선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성별, 감성적 판단 요인, 

이성적 판단요인 등도 노천카페 선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보행자의 전면공간의 활용에 대한 선호에는 공간이 맞닿

은 보도에 보행에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분석된

다. 전면공지에 대한 현재 법의 취지는 차와 보행자 통행을 보조하기 위한 

공간으로 비워두고 있는데, 이는 맞닿아 있는 보도의 이용행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지침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법의 규제와 달리 전면공간 

활용이 거리의 이미지와 보행자의 공간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시사점과 유효보도폭을 기준으로 하는 가이드마련에 근거를 제시한다.

주요어 : 전면공간, 가로활성화, 유효보도폭, 노천카페, 보행환경, 상업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학  번 : 2011-2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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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신도시와 특화지역 내 가로에서 식음시설의 전면공간을 도로와 연계

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전면 공간의 적절

한 활용이 점차 주목 받고 있다. 특히, 2006년 경기도의 한 카페거리에서는 

보행편의를 위해 마련된 2m의 전면공지를 테라스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

였는데,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면공간 활용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가로에서 건축선 후퇴부로 생

긴 전면공지와 맞닿은 보도의 활용은 보도의 폭과 상관없이 보행편의를 위

해 비워두도록 규제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공작물, 담장,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 설치를 금하고 있는 현재의 법은 가로활성

화, 가로경관 개선 등 공간 활용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건물의 전면에 맞닿은 보도의 통행량, 유효보도폭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적

용되고 있는 현재의 법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대해서도 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어, 적절한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

점이다. 지금까지 가로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로시설물, 가

로수, 조명 등 보행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자체의 환경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기존의 연구와 

달리 건축물에 맞닿은 전면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면공간은 

물리적으로는 가로와 건축물의 경계에 있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이 만나는 경계공간1)으로 특히 민간의 공간활용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상업가로의 전면공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김도년(2009), 「도심부 대형 민간 건축물의 건물전면공간 조성실태와 통합적 활용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
문집, vol.2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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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보행편의를 위해 전면공간의 활용을 제약하고 있는 현재의 공간 규제 변

화를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와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보도폭에 따라 변화하는 전면공간 활용에 대한 보행자의 선

호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성적, 감성적 요

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좋은 도시에는 걷고 머무르는 장소가 필요하며, 

옥외활동의 중심이 되는 가로의 활력은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2) 연구자는 

전면공간 활용의 기준 마련 근거를 보행자의 변화된 이용행태와 인식에 두

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기준이 근본적으로는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마

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행자의 가로환경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선

호와 규제 사이에서 조성되고 있는 전면공간의 활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

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노천카페(Street cafe)는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거리에 활력

을 부여하며, 마을 내의 커뮤니티 장소로서의 기능3)에 관해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간활용에 대해 민간과 공공의 협의가 필요

한 시점이다. 연구자는 전면공간 활용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노천카페를 새

로운 공간소비 방식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활용 가이드라

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전면공간 활용에 대한 법과의 상충정도를 

파악하고, 전면공간 활용이 보행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Jan Gehl(1971) 「 Life between Buildings 」,Danish Architectural Press

3) Christopher Alexander(1977), 「A Pattern Language-Towns·Buildings·Construction」 
pattern 88,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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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최근 거리의 새로운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노천카페는 건물의 전면공간

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노천카페는 개별 점포가 가로와의 연계성

을 높이기 위해 가로에 개방된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건물의 전

면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상업가로에서 건물의 전

면공간과 건물 전면의 보도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용도는 노천카페로 한정

한다. 여기서, 전면공간이란 건축물의 입면과 맞닿은 공지와 보도를 뜻한다. 

본 연구의 대상가로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전면공간의 활용이 두

드러지며 유효보도폭, 가로유형 등이 상이한 총 4개의 서로 다른 지역(서교

동, 삼청동, 신사동 ,보정동)의 가로를 선정하였다. 서교동, 삼청동, 신사동

의 대상가로는 지역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문화특화지역4)으로 분류된 지역

으로 지역 내 고유문화와 독특한 형성배경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

로유형에서 전면공간의 활용에 대한 보행자의 인식과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행자전용도로에 건축물이 맞닿아 있는 보정동 카페거리의 중심가로

를 대상가로에 포함하였다.

구분 지역 대상가로 가로폭 유효보도폭 가로길이

홍대 서울시/마포구/서교동 독막로7길 10m 4m 344m

삼청 서울시/종로구/삼청동 북촌로 5가길 5m 1m 205m

신사 서울시/서초구/신사동 가로수길 15m 3m 665m

보정 경기도/용인시/보정동 죽전로 15번길 8m 5m 158m

<표 1> 연구 대상가로

    

4) 라도삼(2010),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연구」,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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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상가로 (상수동, 삼청동, 신사동, 보정동 - 왼쪽상단부터)
   

  ※사진출처 : 네이버지도

4.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행친화적인 상업가로에서 전면공간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효보도폭에 따른 보행자의 선호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여 기준 마련의 준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건축선 후퇴부로 생긴 전면공지의 조성·관리 지침 등 전면공

간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가로경관 요소, 거리의 활력

요소 등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시사

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가로의 전면공간 활용과 현행 규제와의 

상충 정도를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전면공간의 활용은 가로에 개방된 형식의 노천

까페(Street cafe)로 한정하며, 공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가로에서 보도를 

점용하여 활용하는 등의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도 포함한다. 조사를 위해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전면부의 물리적 특성 뿐 아니라, 구체적인 이용 행태를 

포함하는 조사체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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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가로별로 실시된 설문조사의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지역별로 

유효보도폭에 따른 전면공간 활용선호를 파악하였으며, 노천카페 선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특성 변수와 이성·감성 판단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요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T-test 검정을 통해 노천카페 선호·비선호 집단의 응답 특성

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통해 개인 특성, 감성·이성적 판단 요인, 

유효보도폭에 따른 전면공간 활용 선호의 영향을 확인하고, 향후 가로별 특

성에 적합한 노천카페 활용 지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5. 연구의 흐름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고찰
1. 관련 선행연구

        2. 전면공간과 공공보행통로
        3. 공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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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내용

정창구(2004)
 공개공지의 계획유형에 따라 이용자만족도를 평가

 (식별성, 접근성, 편리성, 다양성, 연계성, 개방성, 심미성, 관리성)

라도삼(2010)
 인사동, 삼청동, 홍대 외 11개 지역의 형성요인과 공간적 특성 분석

(교통접근성, 높이, 가로폭, 건축연도, 용도)

최희원(2011)
 건축설계전문가의 의식조사를 통해 본 공개공지 개선방향

(식별성, 접근성, 편리성, 다양성, 연계성 등)

이윤지(2012)
테헤란로 변 건축물 저층부 용도변화에 따른 가로환경 및 보행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분석

김민혜(2012)
까페테라스의 만족도가 가로만족도에 끼치는 영향평가

(심미성, 보행 쾌적성, 활성화, 소음 등)

<표 2> 주요 선행연구 종합

제2장 이론적 고찰
1. 관련 선행연구

1) 전면공간

 건물의 전면공간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가로활성화 측면의 연구와 상

업활성화 측면의 연구로 나눠볼 수 있다. 

가로활성화 부분의 기존 연구는 가로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보행자의 만

족도에 관한 연구(정창구, 2004; 조원경, 2008; 김민혜, 2012)와 보행가로

와 전면공간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이승희, 2007)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업 활성화 측면의 연구는 물리적 요소에 의한 영향(양승희,2008, 차호

철,2011)과 저층부 용도 구성에 의한 영향(이윤지,2012)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여혜진(2009)은 “도시 준공공공간의 보행활성화 방안”을 통해  카

페, 식당, 의류, 편의점 등을 보행활성화에 기여하는 용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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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상업가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민간

의 전면공간 활용은 보행을 저해한다는 취지 하에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가로와 개별건축물간의 관계에 대한 정성적인 조사와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

다. 본 연구는 건축물의 전면공간 활용에 관해 법적 상충정도를 파악하고, 

민간의 적절한 활용을 가로활성화 요소로 인식하여 영향을 밝혀낸다는 점에

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2) 가로활성화

김지엽(2010)은 전면공간의 활용에 대해 가로의 성격에 따른 성능기준 위

주의 지침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사용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에 대해 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라도삼(2010)은 지역 내 환경조성

에 의한 효과를 지역이미지 개선, 삶의 질 개선 등으로 확장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면공간 활용을 단순히 보행환경 뿐만 아니라 거리

이미지 개선, 가로활성화 등의 효과와 연결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 연구 내용

김지엽(2010)

-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에 관한 법적 이론검토

 1)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정당한 계획 제한인가?

 2) 지속적인 사용권 제한이 가능한가?

   → 민간에게 부담을 강제하기엔 법적 한계

    ·가로공간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전면공지는 공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나, 공공성 향상 노력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함. 

    ·가로의 성격에 따라 민관의 협력 속에서 성능기준 위주의 지침마련 필요

라도삼(2010)

- 조성된 문화 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 조사

1) 지역가치 : 정주성 강화, 지역이미지 개선, 지가상승

2) 지역효과 : 재생 및 정비효과, 삶의 질 개선, 공동체 강화, 경제

<표 3> 전면공간 활용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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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은정(2010)은 “가로경관의 공간적 특성이 도시이미지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는 가로 개선 사업 전후 전반적인 이미지 인식의 변화

를 ‘조화성, 쾌적성, 친근성, 상징성, 도시성, 문화성’등의 특성으로 나누어 

영향을 파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천카페가 거리에 끼치는 영향을 거

리이미지개선과 보행편의에 대한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 지역활성화

라도삼(2010)은 서울시 내 주요 문화 특화지역의 형성요인 및 현황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화특화지역은 문화 특성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민감하고, 시대의 기호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지역의 지가, 업종 및 업소의 변화와 같은 형질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

였다. 이와 같은 장소의 형성요인으로 미학과 기호적 장소를 소비하고자 하

는 시민들의 태도를 꼽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천카페를 현대인들의 기호

가 반영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가로의 이미지 개선과 장소 애착 등 장소성 

형성과 관련하여 영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훈(2010)은 신사동 가로수길의 활성화 요인에 대하여 물리적 환경 특

성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로수 길의 활성화 요인

으로 주목하고 있는 길의 분위기는 물리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닌 장소성과 

문화적 정체성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가로에서 전면

공간 활용이 가로활성화, 거리이미지, 공간선호 등 보행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가로의 형성배경 보다는 가로와 보도의 경계부인 

전면공간의 이용행태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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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면공간과 공공보행통로 

 현재, 상업가로의 전면공간과 관련된 규제를 조성지침과 관리지침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전면공간’은 상업가로에 맞닿은 건

물의 외부공간 중 건축선 후퇴에 의해 형성된 전면공지와 보도 등 건축물의 

1층부 외부공간을 포함하며 공개공지는 제외한다.

1) 전면공지 정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전면공지는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와 “차도 부

속형 전면공지”로 구분되는데, 보도형 전면공지는 간선도로변 등 보도와 접

하여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기능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

어 있다. 

<그림 3> 전면공지 분류
                          

                                  ※ 출처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자료가공  

반면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는 전면공지를 

뜻하며,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차도 및 보도의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공간 모두 개발주체는 공공이 아

닌 ‘건축물의 신축 개발주체’, 즉 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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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제30조 

건축물의 외관

  ㅇ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폭 0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전면공지

  ㅇ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한다.

  ㅇ 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 진·출입 금지를 위해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

     는 때,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

     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

    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

    친때 등 허가권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 서울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 

<표 4> 전면공지 관련 조성지침

2) 전면공간 조성 관련 지침

현재, 전면공간을 규제하는 관련 규제는 지구단위계획이다. 본 연구의 공

간적 범위인 건물 전면공간에 대한 지침은 건축물의 외관, 전면공지 등 두 

가지로 나뉘어 규제를 받는다. 건축물 외관에 관한 지침은 1층 개구부 상단 

높이와 연접필지 내 건물과의 조화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유효보도폭, 통행

량 등 지역별 가로별 이용행태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가로

경관 관리를 통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 또한 건축선 후

퇴에 의해 생긴 전면공지에 관한 지침은 별도의 공간 이용계획 수립 이전에

는 비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로활성화 측면의 공간 활용과 관

리에 대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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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규제기준

공개

공지

설치

대상
건축법,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따름

타시설

과연계
연접한 획지에 공공공지, 공개공지 등이 먼저 설치된 경우 이들과 일체형으로 조성함

위치

지정

위치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위치 준수, 공동개발 등으로 개발 대상 대지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 시설이용자의 편의성, 효율적 녹지체계를 위해 접도조건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함. 그 밖에 위치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전면도로변, 전면도로변 가각부, 

또는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결절점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

보행자 

공간
공개공지 면적의 40%이상은 보행자가 이용할수 있도록 포장

포장
공공부문의 조성방식, 재료, 패턴, 색채를 준용하고 휠체어 이용자,시각장애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보행

진입

일반인의 접근은 전면도로에 면한 가로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가능해야하며, 단차가 

없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차이를 최소화하고 신체장애자용 경사로

를 설치해야함

식수
공개공지의 30%이상의 면적이 일반 대중의 휴게,휴식,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해 식수되어

야 하며, 식재기준은 서울시 건축조례를 준용

수목

시설

설치

조경식재시 수목보호대 겸 벤치나 수목식수대 겸 벤치 등을 설치

시설물 

설치

벤치 등 휴게시설, 휴게공간, 야간조명, 공개공지에 대한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함

피로티 

구조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유효높이는 6m이상으로 함

타법률 

준용

공개공지 설치 대상, 면적, 위치 및 접근성, 개소수, 최소면적 ,최소폭, 피로티 구조시 유

효높이, 시설물 설치, 설치위치

전면

공지

단차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함

시설물

설치
전면공지에는 화단, 주차장, 담장 등 통행 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음

포장 포장시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문양을 준용해야 함

침상형

공지

권장

위치

지하철 및 지하보도와 연접하여 지하공간과 연결된 대지에 지하공간과 직결되는 형태로 

조성되어야 함

대중

개방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해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대중들이 24시간 접근하기 용이

해야 함

시설물 벤치 등 휴게시설과 분수 등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함

쌈지형

공지

위치

지정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가각부, 연접대지내 공지와 연접하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변 순으

로 정함

대지안

의 조경

차폐

식재

차폐식재 시 획지내 화물적재공간, 쓰레기 하차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

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축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 하차장 등의 사이에 2m이

상의 폭으로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1㎡이상 0.2본 이상 밀식 식재함

타법률 

준용

서울시 건축조례20조, 제21조 조경면적 확보기준, 조경의 식재기준, 시설물의 종류 및 설

치 방법

               ※ 출처 : 남선희(2011), 「지구단위계획규제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p.128

                            
<표 5> 대지 내 공지-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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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30조 건축물의 외관 
 

                                   ※ 출처 : 서울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

3) 전면공간 관리 관련 지침

  현재, 조성된 전면공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건축선 후퇴 부

분 등의 관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선 후퇴부

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차량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볼라드, 돌의자 등 조경공간을 위

한 식수는 허용하고 있다. 

도시의 공간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전

면공지가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전면공지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비워두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최근 송파

구에서는 “관광특구”지정을 통해 석촌호수 주변(<그림5>의 Y3참조)은 부분

적으로 전면공간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계

획을 검토한 결과, 카페거리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공간 구성 목표 아래, 공

지마련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었다(<표6>참조). 

본 연구에서는 송파구와 같이 새로운 공간 계획이 아닌 기존의 상업가로

에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면공간의 적합한 활용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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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송파대로 1종 지구단위계획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석촌호수변

기준/허용용적률 300% / 400% 이하

중점계획목표

∙석촌호수변 지정용도 수용을 통한 문화 및 카페거리 조성
∙대지내 공지 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
광숙박시설 설치 유도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5

대지 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1.5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0.3

꼭대기층 기준용적률×0.1

도시 경관

카페공간 
가이드라인의 
건축물 외관, 

광고물, 
전면공지

기준용적률×0.1

공동개발(자율적) 기준용적률×0.1

규제형
건축물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지정용도면적÷주차장제외 지상층연면적)×0.3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5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표 6>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대지 내 공지 확보 조항 
                                        ※ 자료출처 : 송파대로 제 1종 지구단위계획, 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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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시 (2011)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p21

제46조 

건축선 

후퇴

부분 

등의 

관리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등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30, 2010.1.7>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 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 <신설 2010.4.22>

4.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개정 2008.7.30>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전면부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7.30>

<표 7> 전면공지 관리 지침

하지만, 이와같은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관리와 단속에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분당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에서는 2006년 전면공간에 

간이테이블, 데크 등을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검찰 고발을 진행

했지만 기각됨에 따라 전면공간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

이라고 밝혔다. 해당 카페거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여름에는 개방된 노천

카페 형식으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보온이 가능하도록 지붕을 덮는 일시적

인 시설물을 통해 전면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면공간의 활용이 특

정 가로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포구 일대(특정개발진흥지

구 지정 공간)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서는 전

면공지의 활용은 불법이며, 지속적인 단속은 하지 않지만 민원 제기 시에는 

시정명령 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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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지장물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행하는 주차장,담장,환기구, 쓰레기적치장,화

단,이동식화분, 에어컨,실외기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행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상층 상부, 배수관 파이프, 맨

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표 8> 보행지장물 정의

4) 공공보행통로

 본 연구의 범위는 보행자전용도로와 맞닿은 전면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

항도 포함하고 있는데 보행자를 위한 통로의 규제와 전면공지 규제가 보행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 구조라 하

여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

선하는 교차부분을 뜻한다. 이를 조성할 때는 차도의 높이를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하며 차

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도

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

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이상으로 

해야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3. 공간의 의미

1) 공공의 공간

Jan Gehl(1971)은 공공의 보행통로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하였으며, 그 공간 속에서 서성이고 오래 

남아있기에 유리한 상태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옥외환경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매우 중요하며 그 요소들의 공간디자

인과 디테일이 결정적 요인이 되며, 옥외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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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앉을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Jacobs(1993)는 “어떤 도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가로이다. 가로가 재미있으면 도시도 재미있고 가로가 지루하면 그 도시도 

지루하다”라고 도시 속에서 가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보행환경이 

지역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상업가로에서 가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민형철(2011)은 공공공간이 하나의 개념으로 문화 소비공간으로 인식되어

지는 것은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문화를 공간적인 의미에서 받

아 들인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해석이며, 실제로 공공공간에 복합적인 요

소를 부여한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를 연령층과 남녀구분과 관계

없이 편안함과 즐거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의한 것

이라 하였다.

2) 도시 속 가로 경관

Gorden Cullen은 「Town scape」에서 장소의 느낌(sense of place)이라

는 개념을 언급하였다. 그는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장소에 대한 

감정에 느낌을 주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그 공간에 머무르고자 하게끔 하

는지를 말하며,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말하였는데, 연구자는 현재 우리의 도

시공간에서 도시를 자체를 느끼고, 머무를 수 있는 외부공간으로 전면공간

의 역할을 새로이 인식하여 적합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Christopher Alexander는 「A Pattern Language」에서 ‘88.Street-cafe’

(노천카페)에 의한 마을과 거리의 활성화에 대해 말하였다. 거리에 개방된 

공간에서 마을사람들은 서로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움직이는 바깥 세

상을 쳐다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고 하였다. 특히 주거지역내에서 

노천까페는 통행이 적은 공원이나 교류가 어려운 집 앞의 현관보다 조용히 

앉아 휴식할 수 있는 매우 대중적인 공간이라 하여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으

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전면공간의 사적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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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16

5.Opening to the Street’(가로에 대한 개방)에 따르면 통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통행의 자극제가 된다하여, 노천까페의 개방성이 가로 활성화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논하였는데, 해외에서는 도로와 어우러진 노천카페의 모습

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천까페는 현재 법의 규제에 의하

여 도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극히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면공

간 활용이 활발한 거리를 중심으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전면공간 활용 분석
 1. 대상지 개요 

            2. 분석의 틀
3. 가로-전면공간 활용 특성



제3장 전면공간 활용 분석

1. 대상지 개요 

전면공간 활용을 가로활성화와 거리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소로 인지하고, 기존의 법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의 기준을 제

안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면공간 활용이 두드러지며, 고유의 가로경관이 형성된 가로여야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고유의 가로경관 특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거리에 

매력을 느끼며, 이러한 사람들의 선호가 반영되어 있는 문화특화지역을 중

심으로 선정한다. 

둘째, 유효보도폭에 의한 영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가로별로 상이한 

유효보도폭을 가지도록 하며 가로별로 지구단위계획, 미관지구, 도로법 등 

공간정책과의 연관성을 함께 파악하도록 한다.  

셋째, 다양한 보행환경 조건 하에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차혼용, 보

차구분,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로의 특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4개의 대상가로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전면공간의 활용은 공공성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지는 공개공지를 제외한, 전면공지와 일부 보도의 활용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 신도시의 특화가로, 계획가로 등지에서 전면공간 활용

으로 나타나는 “노천까페(Street cafe)”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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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대(마포구 서교동)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의 대상 가로가 속한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가로는 지역의 주요가로인 걷고 

싶은 거리(어울마당로)의 이면도로이다. 대상 가로는 상수역과 400m 이내

에 입지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른 가로들이 대부분 보도구분이 없는 보차 

혼용도로임에 비해, 양쪽에 1~1.5m 보도가 마련된 가로이다. 주변에 주요 

문화시설로는 ‘KT&G 상상마당’이 50m 이내에 입지하고 있다. 

홍대지역은 1970년대까지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었으나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 및 산업미술대학원의 설립과 함께 미술 입시학원, 미술 관련 자원이 서

서히 형성되기 시작한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은 작업실을 bar나 카페로 개

조해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세련된 양식의 카페들이 홍대 지역에 입

지하게 되었다5).

<그림 6> 서교동 대상가로

5) 이형엽(2011), 「블로그 매체분석을 통한 현대 소비문화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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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청동

삼청동의 대상가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건

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받고 있다. 삼청동 지역의 주요가로인 북촌로

와 접하고 있으며, 대상가로로부터 50m 거리에는 서울시립 정독도서관이 

입지하고 있다.

삼청동 지역의 건축물은 196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1층 높이의 건축물이 전체의 48.1%를 차지하는 등 

보행 친화적인 지역특성6)을 보인다. 삼청동에서는 한옥의 비율이 높고, 저

층 건축물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행친화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7> 삼청동 대상가로

6) 라도삼(2010),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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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사동

신사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상가로는 ‘가로수길’

로 불리우며 가로와 건축물의 연계성을 높인 개방형 입면으로 특유의 가로

경관이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가로수길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시대요구들이 복합적인 관계를 주

고받으며 형성되어왔는데 문헌연구에 따르면 가로수길의 특화시기는 

2003~2004년이며, 현재 인접 대체지인 세로수길로 그 흐름이 이어져가고 

있다. 또한 위의 두 대상지와 달리 199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이 지역

의 63.4%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다양하고 현대적인 건축물 외관이 

나타난다.7) 북으로는 400m 거리에 한강 잠원지구가 있어, 가로수길의 방문

객들에게 도시 어메니티와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300m 거리에 지하철(신사역-3호선)역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이 

대부분이지만,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문자의 비율도 높다. 

<그림 8> 신사동 대상가로

7) 라도삼(2010),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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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정동

보정동의 대상가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

역에 속하며, “보정동(죽전) 카페거리”로 불리고 있다. 죽전로 15번길의 동

서로는 보차혼용도로이며, 남북으로 뻗은 대상가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

어 있다. 

이 거리의 역사는 2003년 죽전 택지개발이 마무리 되면서 보정동 탄천변

에 2~3층짜리 주상복합건물들이 들어서고 1~2층에 카페와 음식점들이 입

주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죽전역이 개통되고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

트가 생겼고, 단국대학교가 인근으로 이전해왔다. 2009년에는 단대문화의 

거리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2012년 현재 이 지역의 점

포수는 112개에 이른다.8)

<그림 9> 보정동 대상가로

8) 중앙일보, 2012.3.12. ‘주부들이 평일 낮 보정동을 찾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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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틀

1) 가로경관 구성요소

 도시의 가로는 단순히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는 통로와는 달리 인간생활의 다양한 면모를 담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로공간은 다양한 공간적 의미를 통해 많은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건축물, 도로, 가로수, 간판, 가로시설물 등의 개별적인 가로

의 구성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관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로 경관이라 할 수 있다. 가로경관에는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경제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이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가로 경관이 사람들에게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9)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가로의 접근성, 보도 

설치 유무 등 가로의 특성뿐만 아니라 건축물 저층부 입면과 전면공지 등이 

형성하는 전면공간부분도 포함된다. 본 연구는 전면공간의 활용 방식에 주

목하므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로환경 구성요소 중 가로-전면공간과 관련 

된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구분 요소 세부내용

가로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보도 보도 설치유무, 유효보도폭, 포장재

식재 및 

가로 설치물
가로수, 가로등, 가로변 식재

건물

경계부 오픈스페이스. 점포와 가로의 연계성

입면 건축물 외벽 색채, 개방성, 마감재, 진출입구

<표 9> 가로경관 구성요소 

9) 고은정(2010), 「가로경관의 공간적 특성이 도시이미지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분석 -디자인서울거리를 중심으
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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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간특성 방법

식음

시설별

건물

입면

① 가로와의 연계성

② 가로(경계)시설물

현장조사
전면.

공간

① 조성 유무와 방식(간이 테이블, 조경)

② 경계 구분 유무

③ 단차 유무

④ 공간의 규모 (깊이)

가로별

용도
보행친화용도

(기여용도 : 까페, 식당, 의류, 편의점)

특징 ① 보도구분 ② 가로폭 

행태
① 전면공간 조성여부

② 식음시설 전면 공간 활용여부 

<표 10> 전면 공간 활용특성

2) 가로-전면 공간 분석 체계

 기존의 가로환경 구성요소는 본 연구의 대상인 전면공간의 활용에 의한 

가로이미지 형성, 보행활성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

으므로, 전면공간 활용특성에 관한 조사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면공간 

활용에 관한 법과의 상충정도 파악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전면

공간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살펴본다. 여기에는 전면공간의 조성방식, 보도와

의 경계구분 유무, 단차 유무 등이 포함되며, 확보된 전면공간의 규모파악을 

위하여 전면공지와 보도와의 거리를 함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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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서교동 지역 가로특성

도로점용 (❉) 6개소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전면공지 활용(■) 12개소 지구 특정개발 진흥지구

대지 내 조경 (▲) 3개소 도로개요 10m 보차분리
(혼용으로 쓰임)

3. 가로-전면공간 활용특성

    1) 홍대 

                                        *전면공간이 활용되지 않음(□), 대지내조경공간이 비어있음(△)

홍대의 대상가로에서는 21개의 점포에서 전면공간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중 7개가 노천카페로 이용되고 있다. 도로는 10m폭원으로 양쪽에 1.5m의 

보도가 마련되어 있어 보차가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의 사진에

서 보는 것과 같이 도로 양변에 주차가 되어 있어 인근의 도로와 마찬가지

로 보도 구분 없이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는 대상가로의 유효

보도폭을 도로중심을 기준으로 4m로 파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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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사항
대상가로 : 홍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
로 

연계성

가로와 단차가 없다 - - - ● - ● - ● - ● ● ●

진입부가 계단으로 연결된다 ● - - - ● - - - - - - -

가로와 10cm 이상 단차가 있다 - ● ● - ● - ● - ● - - -

가로와 30cm 이상 단차가 있다 ● - - - - - - - - - - -

가로와 경사가 있다 - - - - - - - - - - - -

경계 시설물
가로와 구분하는 담이 있다 - - - - - - - - - - - ●

가로와 구분하는 시설물이 있다 - ● ● ● ● ● - - ● ● ● -

전
면
공
간

조성 유무 전면공간이 조성되어있다 ● ● ● ● ● ● ● ● ● ● ● ●

공간 사용

주차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 - - - - - - - - - - -

조경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 - - - - ● - - - - ● ●

전시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 - - - - - - - - - - -

공간의 깊이
가로와 0.5m이내의 규모 - - - - ● - - - - - ● -

가로와 1m이내의 규모 ● - ● - - - ● ● - ● - -

가로와 1m초과하는 규모 - ● - ● - ● - - ● - ● ●

공간 구성

영구적인 공간구성이다 ● ● ● ● ● ● ● - ● ● ● ●

일시적인 공간구성이다 - - - - - - - ● - - - -

입간판이 설치되어있다 - - - ● - ● ● - - - ● -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 - - - - - ● - - - - - -

옥외활동
간이테이블이 설치되어있다 - ● ● ● ● ● ● ● ● ● ● -

휴게공간으로 조성되어있다 - - - - - - - - - - - ●

옥외활동 이벤트가 벌어지는 공간이다 - - - - - - - - - - - -

입
면
부

용도 1층부와 같은 용도로 쓰인다 - ● ● - ● ● ● - ● ● ● -

개방성
보행친화용도이다 ● ● ● ● ● ● ● ● ● ● ● ●

식음시설이다 ● ● ● ● ● ● ● ● ● ● ● ●

지붕

내외부가 공기가 통하도록 개방 ● - - - ● ● ● - ● - - -

60%이상 투과성이 있는 입면 - ● ● - - - - - - - - ●

80%이상 투과성이 있는 입면 ● - - - - - ● - - ● - -

지붕 캐노피가 있다 - ● ● - - - ● ● - ● - -

<표 12> 전면공간 활용특성 - 홍대

[●] 특징이 나타난다  [ - ]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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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삼청동 지역 가로특성

도로점용 (❉) 2개소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전면공지 활용(■) 3개소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최고고도(16m)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 내 조경 (▲) 1개소 도로개요 4m 보차분리

 2) 삼청동

                                                               *대지내조경공간이 비어있음(△)

삼청동의 대상가로에서는 전면공간을 활용하는 6개의 노천카페가 나타났

다. 보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폭 4m도로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방식으로 

노천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점포가 나타났는데, 노천카페 외에도 의

류, 소품점 등이 계절에 구분 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전면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노란색의 도로 기준선 밖을 보행공간으로 보았을 때, 유효보도폭은 

1m로 파악하였으며 일부구간에서는 50cm 이내로 확보된 곳도 나타났다. 

전면공지를 활용한 3개의 점포에서는 일시적으로 간이테이블이나 의자를 통

해 공간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1m이내의 공간에 입간판이나 작은 소품으로 

가게의 특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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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사항
대상가로 : 삼청

1 2 3 4 5 6 7 8

가
로 

연계성

가로와 단차가 없다 ● - - ● ● ● ● ●

진입부가 계단으로 연결 된다 - - ● - - ● - -

가로와 10cm이상 단차가 있다 - ● - - - - - -

가로와 30cm이상 단차가 있다 - - ● - - - - -

가로와 경사가 있다 - - - - - - - -

경계 시설물
가로와 구분하는 담이 있다 - - - - - - - -

가로와 구분하는 시설물이 있다 - - ● - - - - -

전
면
공
간

조성 유무 전면공간이 조성되어있다 - ● ● ● ● ● ● ●

공간 사용

주차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 - - - - - - -

조경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 - - - - ● - -

전시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 - ● ● - - - -

공간의 깊이
가로와 0.5m이내의 규모 ● - - - - - - -

가로와 1m이내의 규모 - ● - ● ● - - -

가로와 1m초과하는 규모 - - ● - - ● ● ●

공간 구성

영구적인 공간구성이다 - - ● - ● ● - -

일시적인 공간구성이다 - - - - - - ● ●

입간판이 설치되어있다 ● - - ● ● - ● ●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 - - - - - ● ● ●

간이테이블이 설치되어있다 - - - - - ● ● ●

휴게공간으로 조성되어있다 - - - - - ● - -

옥외활동 이벤트가 벌어지는 공간이다 - - - - - - - -

입
면
부

용도

1층부와 같은 용도로 쓰인다 - - ● - - ● - ●

보행친화용도이다 ● ● ● ● ● ● ● ●

식음시설이다 ● - - ● ● ● ● ●

개방성

내외부가 공기가 통하도록 개방 - - - - - ● - -

60%이상 투과성이 있는 입면 ● - - ● - ● - -

80%이상 투과성이 있는 입면 - - - - - - - ●

지붕 캐노피가 있다 ● - ● - ● - ● ●

<표 14> 전면공간 활용 특성 - 삼청동

[●] 특징이 나타난다  [ - ]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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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신사동 지역 가로특성

도로점용 (❉) 0개소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면공지 활용(■) 11개소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 내 조경 (▲) 0개소 도로개요 15m
건축선지정

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

3) 신사동

                                                                  *전면공간이 활용되지 않음(□)

신사동의 대상가로는 가로폭이 15m이며, 도로 양쪽에 3m의 보도가 마련

되어 있는 보차분리 도로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도로를 점용하는 방식으로 

전면공간을 활용하는 점포는 없었으나, 1~2m 정도의 전면공지를 활용하여 

가로와 점포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점포는 11개가 나타났다. 의류, 소

품 판매점에서 도로점용을 통한 공간활용 방식은 저조하게 나타났지만 식음

료 시설들의 가로연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로수길에서는 위의 사진 왼편

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면공지를 활용하지 않고, 노천카페의 분위기를 연출

하는 점포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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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사항
대상가로 : 신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
로 

연계성

가로와 단차가 없다 - - - ● - - - ● - - - -

진입부가 계단으로 연결된다 - - - - - - - - - - - -

가로와 10cm 이상 단차가 있다 - - ● - ● - ● - - - - ●

가로와 30cm 이상 단차가 있다 ● ● - - - ● - - ● ● ● ●

가로와 경사가 있다 - - - - - - - - - - - -

경계 시설물
가로와 구분하는 담이 있다 - - - - - - - - - - - -

가로와 구분하는 시설물이 있다 - - - - ● ● ● - - ● ● ●

전
면
공
간

조성 유무 전면공간이 조성되어있다 - - ● ● ● ● ● ● - ● ● ●

공간 사용

주차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 - - - - - - - - - - -

조경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 - - - - - - ● - - - -

전시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 - ● ● - - - - - - - -

공간의 깊이
가로와 0.5m이내의 규모 - - - - ● - - - ● - - -

가로와 1m이내의 규모 - - - ● - ● ● ● - ● ● -

가로와 1m초과하는 규모 - - ● - - - - - - - - -

공간 구성

영구적인 공간구성이다 - - ● - ● ● ● ● ● ● ● ●

일시적인 공간구성이다 - - ● ● - - - - - - - -

입간판이 설치되어있다 - - - - - ● - ● - - - -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 - - - - - - - - - - - -

옥외활동
간이테이블이 설치되어있다 - - - - ● - ● ● ● ● ● ●

휴게공간으로 조성되어있다 - - - - - ● - - - - - -

옥외활동 이벤트가 벌어지는 공간이다 - - - - - - - - - - - -

입
면
부

용도 1층부와 같은 용도로 쓰인다 - - - - ● - ● ● ● ● ● ●

개방성
보행친화용도이다 ● ● ● ● ● ● ● ● ● ● ● ●

식음시설이다 ● ● - - ● ● ● ● ● ● ● ●

지붕

내외부가 공기가 통하도록 개방 ● ● - - ● - - ● ● - - -

60%이상 투과성이 있는 입면 - - ● - - ● - - - - - -

80%이상 투과성이 있는 입면 ● ● - ● ● - ● - - ● ● ●

지붕 캐노피가 있다 ● - ● - ● ● ● ● ● ● ● ●

<표 16> 전면공간 활용 특성 - 신사동

[●] 특징이 나타난다  [ - ]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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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보정동 지역 가로특성

도로점용 18개소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면공지 활용 0개소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 내 조경 0개소 도로개요 8m(소로2류) 보행자전용(특수도로)

4) 보정동

보정동에서는 “카페거리”로 불리는 지역전체에서 전면공간 활용이 나타나

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가로는 죽전로 15번길 중 남북으로 지역 중심을 가

로지르는 보행자 전용도로 이다. 차량 통행이 있는 결절점에서는 전면공간

이 활용되고 있지 않았지만,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해있는 상점에서는 대부

분 점포의 전면 공간에 간이테이블, 벤치 등을 두어 전면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대상가로 주변의 도로는 보도가 마련되어 있

지 않은 보차혼용도로로 대상가로와 달리 전면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점

포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여름에는 1층부와 같은 용도로 전면공간을 이용하

는 곳이 많았고, 겨울에는 대기손님을 위한 일시적인 장소로 활용하거나, 자

전거, 화분 등의 소품을 두는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곳이 많았다



제4장  전면공간 활용 특성과 선호의 

실증분석

    1. 설문개요 
        2. 전면공간 활용에 대한 보행자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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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로별 - 설문 회수

홍대 삼청 신사 보정

100부 50부 50부 50부

표 18 설문지 회수

제4장  전면공간 활용특성과 선호의 실증분석

1.  설문개요

1) 설문설계

본 연구의 설문은 2012년 11월, 전면공간의 활용이 두드러지는 가로 중 

보도폭, 보행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가로 4곳에서 보행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시각은 보행밀도가 높은 시간대인 저녁 7시로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홍대(서교동)는 11월 8일 100부, 보정동은 11월 26일 50부, 

신사동은 11월 27일 50부, 삼청동 11월 28일 50부, 총 250부를 회수하였

다. 회수 도중 설문문항을 누락시키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

하였으며, 총 250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2) 지역별 설문자료의 기술통계 분석

삼청동에서 회수된 설문응답자의 구성비는 남자22%, 여자78%로 나타났

으며, 직업은 학생(42%)이 직장인(36%)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

대는 10대 4%, 20대 64%, 30대 24%, 40대 4%, 50대 4%로 20,30대 위주

로 구성되었다. 방문횟수는 한 달에 한번이 30%(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

문목적에서는 ‘거리분위기 즐기기’가 3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선호하는 까페유형을 묻는 질문에서는 66%가 일반까페를 선택하여, 노천까

페(34%)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신사동에서 회수된 설문응답자의 구성비는 남자 40%, 여자 60%로 나타

났으며, 직업은 직장인이 5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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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대는 10대 6%, 20대 44%, 30대 40%, 40대 10%로 삼청동과 마찬

가지로 20,30대 위주의 구성을 보였다. 방문횟수는 일주일에 2회 이상이 

2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목적에서는 ‘친구,연인과의 만남’이 46%

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홍대(서교동)에서는 100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설문응답자의 구성비는 

남자 41%,여자 59%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직장인 43%, 학생 27%,예술인 

14%로 다른지역에 비해 예술인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는 10대 7%, 20대 

60%, 30대 29%, 40대 3%, 50대 이상 1%로 20대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

다. 방문횟수는 일주일에 2회 이상이 24%(24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

였으며, 방문목적에서는 ‘친구, 연인과의 만남’이 53%, ‘거리의 분위기 즐기

기’ 12%, ‘개인적 시간보내기’ 9% 로 나타났다.

보정동의 설문응답자의 구성비는 남자 28%,여자 72%로 나타났으며, 직

업은 직장인 36%, 학생 54%, 예술인 2%, 주부 8%로 다른 지역에 비해 주

부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는 10대 20%, 20대 54%, 30대 18%, 40대 

6%, 50대 이상 2%로 20대의 비율이 높았다. 방문횟수는 한 달에 한 번 이

상이 26%(13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방문목적에서는 ‘친구, 연

인과의 만남’이 64%, ‘거리의 분위기 즐기기’가 14%로 나타났다.

대상가로별로 비교해볼 때, 네 지역모두 설문응답자 중 여자가 60%이상

을 차지하였으며, 20-3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사 지역을 제외

하고는 20대의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중 

40-50대의 비율은 적게 나타났다. 소득에 대해서는 보정지역이 다른 대상

지에 비해 ‘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 중 학생

이 54%를 차지하는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과 대학교 재학이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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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빈도(명)/구성비(%)

홍대 삼청 신사 보정

성별
남 18 (36%) 11 (22%) 20 (40%) 14 (28%)

여 32 (64%) 39 (78%) 30 (60%) 36 (72%)

나이

10대 3 (6%) 2 (4%) 3 (6%) 10 (20%)

20대 30 (60%) 32 (64%) 22 (44%) 27 (54%)

30대 14 (28%) 12 (24%) 20 (40%) 9 (18%)

40대 2 (4%) 2 (4%) 5 (10%) 3 (6%)

50대 1 (2%) 2 (4%) - 1 (2%)

 직업

학생 17 (34%) 21 (42%) 13 (26%) 27 (54%)

직장인 15 (30%) 18 (36%) 25 (50%) 18 (36%)

예술인 8 (16%) 3 (6%) 4 (8%) 1 (2%)

자영업자 7 (14%) 2 (4%) 4 (8%) -

주부 1 (2%) 1 (2%) 2 (4%) 4 (8%)

기타 2 (4%) 5 (10%) 2 (4%) -

소득

100만원미만 24 (48%) 19 (38%) 10 (20%) 27 (54%)

100만원대 5 (10%) 16 (32%) 12 (24%) 7 (14%)

200만원대 11 (22%) 10 (20%) 13 (26%) 13 (26%)

300만원대 5 (10%) 2 (4%) 11 (22%) 2 (4%)

400만원대 - 1 (2%) 1 (2%) -

500만원이상 5 (10%) 2 (4%) 3 (6%) 1 (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5 (10%) 10 (20%) 5 (10%) 14 (28%)

대학교 재학 17 (34%) 16 (32%) 12 (24%) 11 (22%)

대학교 졸업 22 (44%) 15 (30%) 24 (48%) 17 (34%)

대학원 재학 3 (6%) 9 (18%) 2 (4%) 2 (4%)

대학원 졸업이상 3 (6%) - 7 (14%) 6 (12%)

<표 19> 지역별 설문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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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소비 특징에 대한 설문

  지역별 보행자의 공간소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공간에 대한 

선호, 카페(점포)선택을 위한 정보수집 방법, 이용 행태 3가지 항목으로 나

누어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전면공간의 활용이 거리의 장소성 형성

에 미치는 영향과 상업가로에서 점포 선택시 보행자에게 중시되는 요소를 

밝혀내고자 한다. 설문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분 설문항목 비고

공간선호

층고(내부공간의 높이)가 높은 까페를 선호한다 공간1

통유리, 개방된 창, 외부 노천시설 등 

개방형으로 이루어진 까페를 선호하는 편이다
공간2

까페선택시, 거리의 분위기 에 영향을 받는다 공간3

까페 내부 공간의 분위기나 인테리어가 

점포 선택의 기준이 된다.
공간4

점포선택

항상 가던 곳을 가는 편이다 선택1

길을 걷다가 눈에 띈 곳을 가는 편이다 선택2

인터넷이나 정보지를 통해 미리 알아 본 곳을 가는 편이다 선택3

이용행태

걸을 때, 노천형까페 이용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즐겁다 행태1

바깥공간(거리,풍경)이 보이는 자리를 선호하는 편이다 행태2

<표 20> 공간소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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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매우

그렇

다

그

렇

다

보

통

그

렇

다

전혀

아니

다

매우

그렇

다

그

렇

다

보

통

그

렇

다

전혀

아니

다

매우

그렇

다

그

렇

다

보

통

그

렇

다

전혀

아니

다

매우

그렇

다

그

렇

다

보

통

그

렇

다

전혀

아니

다

구분 삼청 신사 홍대 보정

공간

선호

공간1 26 48 16 8 2 18 58 16 8 - 30 38 18 13 1 14 36 32 16 2

공간2 32 42 20 4 2 26 50 22 2 - 23 45 22 9 1 18 50 30 2 -

공간3 34 44 20 2 - 22 54 18 6
-

30 47 14 8 1 34 60 6 - -

공간4 36 44 14 6 - 30 52 8 8 2 17 42 20 20 1 34 52 10 4 -

점포

선택

선택1 10 30 24 28 8 28 44 8 18 2 12 33 33 21 1 6 38 24 28 4

선택2 20 32 22 20 6 14 38 24 20 4 9 19 20 27 25 16 48 28 8 -

선택3 10 20 28 30 12 10 24 16 26 24 8 29 34 16 13 16 24 18 18 24

이용

행태

행태1 26 22 34 12 6 12 30 26 30 2 8 29 34 16 13 12 34 32 18 4

행태2 48 40 4 8 - 48 36 12 4 - 42 37 11 7 3 32 40 18 8 2

<표 21> 공간소비 특징 – 지역별 비율분석(단위:%)

  공간선호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4개 지역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

율이 가장 높았다. 홍대에서는 인터넷이나 정보지 등 사전정보에 의해 카페

를 선택하는지 묻는 선택3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9%로 

나타났으나, 삼청에서는 ‘아니다’의 비율이 30%로 나타나면서 지역별 두드

러진 차이를 보였다. 상기의 조사는 카페거리에 대한 보행자의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추후 실증분석에서는 활

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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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항목 비고

노천카페 

-가로에 대한 

영향성

  노천까페는 거리에 활력을 준다 감성1

  노천까페는 거리에 이국적인 분위기를 준다 감성2

  노천까페는 거리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감성3

  노천까페를 이루는 데크시설이나 간이 테이블은    
 보행에 방해가 된다

이성1

  노천까페 이용자의 소음은 걸을 때 방해된다 이성2

  노천까페 이용자의 시선은 걸을 때 방해된다 이성3

<표 22> 노천까페에 의한 가로이미지와 보행편의에 대한 영향

2. 전면공간 활용에 대한 보행자의 선호

1) 노천카페 선호에 대한 설문분석

설문조사에서는 노천까페(전면공간의 활용)가 거리에 끼치는 영향을  이

성적, 감성적인 영향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먼저 감성1,감성2, 감성3은 기

존의 문헌과 선행연구에서 다룬 거리이미지에 대해, 노천카페의 영향을 고

려하여 활력, 이국적인 분위기, 고급스러운 느낌 등으로 세분화하여 물었다. 

또한 이성1, 이성2, 이성3 은 법의 취지의 보행편의와 관련된 문항으로 노

천카페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용자에 의한 소음, 시선, 전면공간을 차지

하는 설치물에 대한 사항으로 나누어 물었으며 설문 항목에 대한 보행자의 

경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 거리의 활력 : Christopher Alexander는 「A Pattern Language」를 

통해 노천카페(Street cafe)는 거리의 개방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

하고 공감하며 바깥세상을 쳐다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를 제공한다고 하

였으며, 거리에 활력을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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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매우

그렇

다

그

렇

다

보통

아

니

다

전혀

아니

다

매우

그렇

다

그

렇

다

보통

아

니

다

전혀

아니

다

매우

그렇

다

그

렇

다

보통

아

니

다

전혀

아니

다

매우

그렇

다

그

렇

다

보통

아

니

다

전혀

아니

다

감성1 15 29 6 - - 10 31 9 - - 29 59 12 - - 14 28 8 - -

감성2 13 27 6 3 1 11 25 12 2 - 22 54 19 5 - 18 30 2 - -

감성3 7 17 17 7 2 7 18 21 4 - 11 28 45 15 - 11 28 10 1 -

이성1 1 15 19 11 4 6 7 21 15 1 3 18 37 38 4 1 8 16 22 3

이성2 2 8 8 25 7 4 8 10 22 6 - 9 28 49 14 1 3 19 24 3

이성3 1 5 15 20 9 2 10 14 18 6 23 39 27 9 2 1 4 19 20 6

삼청 신사 홍대 보정

<표 23> 가로에 대한 영향 – 지역별 빈도분석

설문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감성적 판단에 관한 질문과 이성적 판단

에 관한 질문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감성적 판단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

다’, ‘매우그렇다’ 등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에 

이성적 판단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전혀아니다’ 등 질문에 대해 부정적

인 답변을 한 비율이 높았다.  

 ‘노천카페가 거리에 활력을 준다’는 문항에 대해 4개 지역 모두 ‘그렇다’

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아니다’, ‘전혀아니다’ 등의 부정적인 답

변을 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이국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

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급스러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응답특

성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보정지역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나머지 세 지역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설문에 응한 보행자들은 노천카페를 거리에 활력을 

주고,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고급스러

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특성을 보이지만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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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 신사 홍대 보정

유효보도폭 1m 3m 4m 5m

도로여건 보차혼용 보차분리
보차분리(형식)

보차혼용(실제)
보행자전용

노천카페선호 비율 34% 44% 59% 60%

노천카페선호 빈도 17/50 22/50 59/100 30/50

전면공간 활용폭 1m이하 1-2m 1-2m 1-2m(도로내)

한쪽 보도폭 - 2-3m 1-1.5m -

도로폭 5m 15m 10m 8m

표 24 지역별 대상가로의 도로여건

노천카페를 이루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보행편의에 대한 영향성을 묻는 질

문에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등 방해되지 않는다고 응

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성1’ 질문은 향후 가이드 라인 마련에 가장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

는 항목으로 문항을 통해 기존의 법의 규제와 보행자 인식 간의 차이를 파

악해 볼 수 있다. ‘노천카페를 이루는 데크 시설이나 간이테이블은 보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아니다’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

며, 비율로 살펴볼 때 보정지역에서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정지역의 대상가로는 8m의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설문이 이루어졌는데, 길

에 맞닿은 대부분의 점포에서 전면공간을 테이블, 의자를 활용하여, 조성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공간에 대해 보행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음’과 ‘시선’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방해되지 않

는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홍대지역에서는 ‘시선’에 대해 방해가 된다고 응답

한 사람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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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유효보도폭에 따른 공간선호 (X축: 유효보도폭, Y축: 노천카페 선호 비율)

2) 감성 · 이성적 판단 설문 문항의 요인분석 

  실증분석에는 노천카페와 거리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6개의 문

항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는 SPSS 12.0이 사용되었다. 설문

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이 원래 의도한 요인대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기 위

해 요인 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주

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요인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며,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한다. 6개의 문항은 초기 의도대로 감성, 이

성 2개의 요인으로 정확히 분류되었으며, 전체 문항모두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Communality)값이 0.4이상으로 나타나 구조에 적

합하였으며 두 요인으로 전체 분산의 약 61.4%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문항들 사이에 충분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tlette’s Test

를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값은 255.2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진행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요인분석 실시 후 

설문 문항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류된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진행

하였다. Cronbach’s α 값이 0.6 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측정하고자 하는 개

념이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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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요인분석 신뢰도

변수명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α if item 

Deleted

Cronbach 

Alpha

감성

감성1 .710 .518

1.874 31.227

.696

.692감성2 .841 .708 .490

감성3 .809 .654 .576

이성

이성1 .735 .543

1.808 30.129

.622

.666이성2 .817 .672 .490

이성3 .765 .586 .594

표 25 요인분석 결과

3) 노천카페와 일반카페 선호집단에 대한 차이 검정

 “노천카페”,“일반카페” 선호 집단에 따라 감성적,이성적 판단요인을 지각

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T-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변수정화 과정을 거쳤으며, 새롭게 생성된 요인점수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감성요인의 t값이 3.072, 이성요인의 t값이 –2.111로 선호집단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통계량을 비교해보면 감성적 

판단의 요인점수에 대한 두집단의 평균점수는 .186(노천카페), -.195(일반카

페)수치를 나타내며, 이성적 판단의 요인점수에 대해서는 -.129(노천카페), 

.135(일반카페)의 수치를 보인다. 이는 노천카페를 선호하는 집단 일수록 노

천카페가 거리에 대해 끼치는 이미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시설

물과 이용자들의 소음, 시선에 대해서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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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감성
노천카페 128 0.18 0.98

3.072 0.002
일반카페 122 -0.19 0.98

이성
노천카페 128 -0.12 0.95

-2.111 0.036
일반카페 122 0.13 1.02

<표 26> 집단통계량

구분 유효보도폭(m)
x² / P

삼청(1) 신사(2) 홍대(3) 보정(5)

선호공간

노천카페
빈도(%) 33 28 41 20

10.942/ 0.012기대빈도 24.4 24.4 48.8 24.4
일반카페

빈도(%) 17 22 59 30
기대빈도 25.6 25.6 51.2 25.6

<표 27> 카이제곱 분석 결과 값

4) 유효보도폭과 노천카페 선호의 관련성 (카이제곱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면공간 활용에 대한 보행자의 선호를 밝히고, 전면공간

의 활용 도입을 위한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면공간 활용을 

노천카페로 한정시킨 이유는 상품적치나 주차장 등과 달리 건물과 가로의 

연계성을 높여 가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전면공간의 활용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보행편의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공간활용을 허가 하기전에 최소한 보행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

서 유효보도폭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노천카페 선호에 대한 빈

도분석 결과 유효보도폭이 넓어질수록 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요소간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 유의확률이 .012,  카이제곱 값은 10.94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효보도폭과 노천카페 선호 간에는 분포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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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4.319 8 .827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313.978a .122 .162

<표 29>  모형의 적합성 검증

구분 비고

독립변수

유효보도폭
1m = 1, 2m = 2

3m = 3, 5m = 5

감성요인 요인분석으로 획득한 요인점수

이성요인 요인분석으로 획득한 요인점수

성별 남자 =1 , 여자 = 0

학력 대졸이상 = 1, 고졸이하 = 0

소득 중간값

연령
10대=1 20대=2, 30대=3

40대=4, 50대=5

종속변수 노천카페선호 노천카페 = 1, 일반카페 = 0

<표 28> 이항 로지스틱 분석 입력값

5) 전면공간 활용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천까페(전면공간 활용)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4지역에서 회수된 250부의 설문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은 종속변수가 

이분형 척도(binary variable)로 측정된 경우에 한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독립변수에는 앞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획득한 

감성, 이성 문항의 변환된 요인값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연령, 성별, 학력, 소

득)와 유효보도폭 등이 변수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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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계수(β) 표준오차(S.E) Wald x² 유의확률(P-value) Exp(β)

변수

감성요인 0.435 0.144 9.134 0.003 1.546

이성요인 -0.302 0.141 4.577 0.032 0.739

보도폭 0.267 0.103 6.713 0.010 1.306

성별 0.703 0.303 5.401 0.020 2.021

소득 0.001 0.001 0.389 0.533 1.001

학력 0.278 0.337 0.678 0.410 1.320

연령대 0.030 0.221 0.018 0.893 1.030

Constant -1.500 0.596 6.336 0.012 0.223

<표 30> 분석 결과값

 카이제곱 값은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정도를 나타내는데,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는 높다. 카이제곱값은 4.319, 유의확률은 .827로 비유적으로 나타났

으므로 이는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임을 보인다.

추정계수의 부호가 +이면 설명 문항의 독립변수의 값이 클수록  ‘노천까

페’(내부값이 1)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면 변수값이 클수록 일반까페

(내부값이 0)에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유의성을 살펴보면 7개의 변수중 4

개(보도폭, 성별, 감성, 이성)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전체 

분류 정확도는 63.6%로 나타났으며, 일반까페에 속한 122개중 74개, 60.7

가 제대로 분류되었고, 노천까페에 속한 128개중 85개, 66.4%가 제대로 분

류되었다. 

분석결과 가용 보도 폭이 넓을수록 노천까페를 선호하며 여자일수록 일반

까페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감성적 요

인 β의 부호는 (+), 이성적 요인의 β의 부호는 (-)로 나타나는데 이에 의

해 감성적 요인값이 높을수록 노천카페를 선호하며, 이성적 요인값이 낮을

수록 노천카페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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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사람들의 기호와 선호에 영향을 받는 상업가로의 형성에는 문화, 사회적

인 요구 등 다양한 요건들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거리즐기기 자체가 지역

의 이용목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카페 거리에서는 점차 전면공간의 활용

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전면공간의 활용은 독특한 가로 경관을 형성하여 

개성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주차, 적치물 등

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보행편의를 저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이라는 기존의 공간마련의 취지를 생각할 때, 비

워두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머무르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의 적합한 활용

을 모색하고자 유효보도폭이라는 최소기준과 함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건물 전면공간은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이 만나는 곳으로 현재까지 관리와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다.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진행되

어온 기존의 논의와 달리 보행친화 상업가로에서 전면공간의 민간 활용을 

중심으로 법 규제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초석으로 보행

자의 선호가 어떠한 특성에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분석을 진행하

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규제의 취지와 달리 전면공간의 활용이 보행편의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면공간 활용으로 인해 거리의 

활력, 이국적인 분위기, 고급스러움 등 거리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전면공간 활용에 대한 보행자

의 선호는 유효보도폭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전면공간 활용 규제 시 유효보도폭이 충분히 확보된 공간에서는 규제를 완

화하여 가로이미지 제고와 보행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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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반면, 삼청동과 같이 유효보도폭이 2m이하인 공간에서는 선

호가 과반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공간에서

는 전면공간 활용이 지니는 장점보다 보행편의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므

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유효보도폭을 기준으로 탄력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의 개인특성 변수와 유효보도폭을 중심으로 노천카

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유효보도폭을 미터단위로 구분하였다. 전면공간 활용이 보편화된 해

외에서는 1.3m, 1.5m, 2m 등 지역별로 최소 유효보도폭에 대한 차등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보행자의 공간선호를 구체적인 공간 활용 도입으로 연결시키고자 

실증분석이 진행되었지만, 대상가로를 방문한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분석에 의존하였으므로, 일반화 시키기에 한계를 가지며 적용 대상가로의 

선정에는 보행량, 옥외영업 허용시간 등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노천카페의 선호와 유효보도폭 사이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지만 연구의 대상가로는 서로 다른 4개 지역에 입지하므로, 지역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구

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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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항 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1   노천까페는 거리에 활력을 준다
2   노천까페는 거리에 이국적인 분위기를 준다
3   노천까페는 거리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4   노천까페는 거리에 친근함을 준다
5   노천까페는 거리에 개방감(탁 트인 느낌)을 준다

6
  노천까페를 이루는 데크시설이나 간이테이블은 보행에 방해가 

된다
7   노천까페 이용자의 소음은 걸을 때 방해된다
8   노천까페 이용자의 흡연은 걸을 때 방해된다
9   노천까페 이용자의 시선은 걸을 때 방해된다
10   노천까페 이용자의 활동(이벤트 등)은 걸을 때 방해된다

I. 다음은 당신의 개방형 상업공간(노천형 까페,레스토랑)의 이용과 선호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홍대지역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

① 일주일에 두번이상 ② 일주일에 한번   ③ 한달에 한번 

④ 6개월에 한번  ⑤ 1년에 한번   ⑥기타(___________)

2. 귀하가 홍대 지역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① 친구나 연인과의 만남(모임)  ② 거리의 분위기를 즐기기(구경) ③ 개인적인 시간을 보

내기  

④ 문화시설의 이용    ⑤ 쇼핑   ⑥기타(___________)

3. 이 거리에서, 당신이 선호하는 식음시설(까페,레스토랑)의 공간유형은 어떤 곳 입니까? 

   ① 일반까페

                      

② 노천까페

4. 다음은 현재 계신 거리에서, 노천까페가 형성하는 거리의 이미지에 관한 질문입니

다. 가장 가까운 쪽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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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당신의 공간 소비 선호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측 정 항 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1  층고(내부공간의 높이)가 높은 까페를 선호한다

2
 통유리, 개방된 창, 외부 노천시설 등 

 개방형(노천형) 으로 이루어진 까페를 선호하는 편이다

3  까페 선택시 거리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4  까페 내부공간의 분위기나 인테리어가 점포선택의 기준이다

5  까페 선택시, 항상 가는 곳을 가는 편이다

6  까페 선택시, 길을 걷다가 눈에 띈 곳을 가는 편이다

7
 까페 선택시,

 인터넷이나 정보지를 통해 미리 알아 본 곳을 가는 편이다

8  걸을 때, 노천형 까페 이용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즐겁다

9
 거리에서 일어나는 활동(거리공연,이벤트,보행 등)을 보는 것이 

즐겁다

10
 까페에서 , 

 바깥공간(거리,풍경)이 보이는 자리를 선호하는 편이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학생    ②직장인    ③예술인  ④자영업자 ⑤주부 ⑥기타(       )

 4.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100만원 미만   ②100만원대    ③200만원대   ④300만원대

    ⑤400만원대      ⑥500만원이상  

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중학교 졸업 이하   ②고등학교 졸업    ③대학교 재학  ④대학교 졸업

    ⑤대학원 재학    ⑥대학원 졸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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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using 
front-space 

on Pedestrian Environment

Park, Yoo Jin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real problem is the 

regulation of emptying the front space of building facing commercial 

pathway, and that an adequate use of frontal space of buildings can 

invigorate commercial pathways. In urban areas, pathways are not only 

for transit, but also for determining outdoor life. Before concluding with 

an alternative, the author aim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usage of space so that a compromise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can be deduced, because the usage of frontal spaces are 

practically controlled by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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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various way of utilizing the front space of building, but 

this thesis is restricted to usage of street cafe. Physical feature, such as 

usage of facade and front space of single shop that affects on the 

image of the street, were deducted and also questionnaires about usage 

of front space and image of the street, were drawn up, so that we can 

understand the preference and perception of the pedestrian.

The analyses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in the following.

1. Street cafe as an usage of front space gives an energetic, luxurious, 

exotic feeling to the street.

2. Preference of street cafe is high as the available sidewalk is wide.

3. According to logistic-regression analysis, width of available 

sidewalk affects the preference of street cafe. There were also a positive 

corelation to gender, emotional factor which affects deciding the street 

image by street cafe, rational factor which affects deciding convenience 

of walking.

Overall, the main factor that affects the preference of front space 

usage is whether there is sufficient space for walking.

This thesis implies the utilization of front space of building, compare 

to current regulations, will provide a positive effect to image of the 

street and preference of pedestrian, and suggests the basis for deducting 

a guideline that is based on standard of available walkway.

Keywords : Front-space, Street cafe, Pedestrian Environment, 

            Commercial pathway, Logistic Regression 

Student Number : 2011-2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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