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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가로의 환경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는 보행만족도 및 보행 선택의 과정에 

영향을 주며 가로의 장소성 형성 및 가로활성화와 관계가 깊다. 오늘날의 

상업가로 이용자들은 구매목적만이 아닌 공간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

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로환경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認知)는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보이는 상업가로가 전면에서 이면으로 면적 확산을 거친 

경우 이면가로에도 보행을 통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상권의 인식범

위가 넓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면가로는 전면가로에 비해 작은 스케일

을 보이는 등의 가로환경 구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인지환경 역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상업가로의 공간소비 및 환경에 대한 자극과 반응의 

관점에서 볼 때 보행환경 인지특성에 대한 만족은 보행선택에 영향을 주고 

가로활성화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전면 및 이면가로 

각각의 환경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가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상업지역 전면 및 이면가로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장

소인 강남역 동쪽 블록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인지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였고,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

석결과, 전면가로의 경우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인지특성은 편리·안전

성만 해당하였다. 이면가로의 경우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인지특성은 모

두 해당하며, 매력성(0.48) → 편리·안전성(0.44) → 혼잡도(-0.23) → 연

결·가독성(0.18)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상업지역의 전면·이면가로에서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주

는 인지특성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상업지역의 

전면 및 이면가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면가로의 경우 가로의 본

원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쾌적한 물리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이면가로의 경우 

매력있는 장소성 형성과 보행의 즐거움 유발이 가로환경 정비 및 관리의 바탕

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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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전면가로(Main Street), 이면가로(Side Street), 보행환경

(Walking Environment), 보행환경 인지특성(Consciousness on 

Street Environment), 보행만족도(Pedestrian Environment 

Satisfaction), 가로활성화(Street Vitalization), 구조방정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학  번 : 2013-2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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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도시의 상업공간은 일반적으로 상업가로의 개념으로 형성이 되는데, 상업

가로에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구매 목적만이 아닌 상업가로의 공간 소비를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상업가로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상

호작용을 매개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작용한다.1)

  상업가로의 공간 소비 또는 여가 소비로서의 작용은 현대사회에서의 소비 

성격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데, 현대사회에서의 소비는 단순한 물품구매가 

아니라 감각적·심미적 즐거움을 얻는 여가활동이자 개성적 삶을 구축하는 

상징적 소비(symbolic consumption)이며 상업가로의 장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소비행위의 성격변화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다.2)

  이처럼 공간 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격을 지닌 상업가로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은 대부분 보행을 통해 이뤄지게 되며 가로의 환경에 대한 

방문객의 인지(認知)는 상업가로의 장소성 형성에45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보행자의 만족도가 높고 보행에 즐거움을 줄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면 구매율과 재방문율 등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에는 상업가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상업가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로환경과 가로환경의 질에 대해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총체적 만족도에 대한 고려와 이에 영향을 주는 가로

환경들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이나영 외,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소비문화 경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3), 
2012, pp.199-216.
2) 박낙종 외, “문화공간의 상징적 소비와 의미에 관한 담론”, 한국관광학괴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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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상업가로가 전면가로에 먼저 형성된 경우 상권이 발전하게 되면 선(線)적

으로 확장이 이뤄지는데, 이후에는 면(面)적으로도 확산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이면가로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이용자들에게도 해당 상권의 인지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상권이 면적으로 확산된 상업지역의 경우 이용자들

에게는 지역의 상업가로에 대한 인식 범위 및 보행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며, 

상권의 대표적 장소로 인식되는 전면가로 뿐 아니라 이면가로에도 보행을 

통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이런 경우 상업가로의 공간소비 및 환경에 

대한 자극과 반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보행의 목적과는 별개로 전면 

및 이면가로 환경에 대한 인지(認知) 및 만족이 보행선택의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자기선호도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강남역 일대 상업가로(전면) 그림 2. 강남역 일대 상업가로(이면)

  이처럼 상권의 면적 확산과정을 나타낸 상업지역에서 전면 및 이면가로 

환경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는 이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나아가 

가로활성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용자들이 가로환경의 인지 측면에서 

어떠한 이유로 경로 대체의 기능을 가지는 전면·이면가로를 방문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면 및 이면가로 각각의 환경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가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이면가로에서 요구되어져야 할 각 가로의 특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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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전면·이면 상업가로를 형성한 상업지역에서 전면·이면 가로 

환경의 인지특성에 대한 만족도가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 가로환경 및 인지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

해 분석의 틀로 사용될 보행 인지특성 요소를 도출하고 대상지 전면·이면

가로환경의 분석을 통해 분석의 틀을 작성한다.

  둘째, 도출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설문 설계 및 설문 조사를 수행하며 수

집된 데이터의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분석 모형에 사용될 변

수를 설정한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전면·이면가로의 보행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가로환경의 인지특성의 영향 및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상업가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면·이면가로에서 요구되어져야 할 각 가로의 특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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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의 공간적 범위

제 3 절  연구의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상업가로의 가로환경 중에서 보행환경의 질에 대해 

이용자들이 느끼는 인지특성 및 보행만족도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작적 정

의로 설정한 상업지역의 전면가로와 이면가로는 서로 평행하며 경로 대체의 

기능을 가지는 가로이다.

  또한 전면가로는 중심위계의 가로에 해당하며, 이면가로는 전면가로와 평

행하며 한 단계 아래의 위계를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면가로

는 전면가로에 비해 작은 스케일을 보이는 등의 가로환경 구성의 차이가 존

재하며, 그로 인해 인지환경 역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위에서 언급된 전면·이면 상업가로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장소인 강남역 일대로 선정하였으며, 전면에서 이면가

로로 상권이 확장된 강남역 일대의 동쪽블록3)으로 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의 상업가로 중에서 동쪽에 위치한 

전면 및 이면가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강남역 동쪽 블록의 경우 건물군의 

스케일·가로의 폭·상점의 수 등 전면과 이면가로를 구성하는 보행환경의 

차이가 서쪽 블록들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 적합

한 곳이라 할 수 있다.

3) 이세연(2015)의 연구에서 강남역 일대 블록들의 용도변화 매핑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
의 대상지가 속한 동쪽블록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전면가로에만 업무 및 상업용도가 주를 
이루었다면 2012년에는 바로 아래위계의 이면가로 및 내부 영역에까지 상업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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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보행 및 좋은 보행환경의 중요성

  보행은 지역 및 도시경제 활성화에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고 보행을 통

해 시민들이 사회적 접촉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므로 지역의 커뮤니티를 형

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4) 이러한 보행은 인간의 의지 및 인지각의 활동

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로서 인간의 정신적·물리적 의지를 발현시키

는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보행하는 동안 인간은 가로환경뿐만 아니

라 걸어갈 목적지까지의 거리 및 목적지의 종류와 수, 보행로의 네트워크 

등 여러 가지 물리적 요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5)

  오성훈 외(2012)는“보행자들의 자발적인 선호 보행은 지속적으로 보행의 

동기를 부여하는 환경에서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보행환경은 이용

자의 행태와 경험의 질, 만족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고 하였고, 좋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행 환경이 가지고 있는 복합

적인 의미와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6)

제 2 절 보행과 환경 지각·인지·태도 이론

  보행자들에게 상업가로가 인지되는 과정은 환경지각 및 인지·태도 이론

의 관점과 연관성이 있으며, 환경에 대한 자극은 인간의 지각·인지 및 태

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환경에 

대한 선호도나 만족도 등은 환경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깊으며 구체적으로 

4) 남궁인, 신도시 중심상업지역내 보행환경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
사논문, 1999

5) Moudon, A.V. et al., 2003, Walking and Bicycling : An Evaluation of 
Environmental Audit Instrumen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18, 
n.1. - 박소현 외 3인, “근린주구 보행활성화를 위한 보행친화적 환경요소의 계량화 : 
주거지역의 보행친화도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국토연구원, 2006, p.15에서 재인용.

6) 오성훈 외, 『보행도시:좋은 보행환경의 12가지 조건』,경기: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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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후 평가나 시각적 선호 등이 속한다.7)

  Weidemann & Anderson (1985)의 주거만족도 모형에 따르면, 객관적 

환경속성은 환경속성의 인지에 영향을 주고 환경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나 

느낌에 영향을 주어 결국에 환경에 대한 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환경에 대한 지각·인지·태도는 상업가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이용행태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상업가로의 가로환경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

도가 높을수록 머무는 시간과 구매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8) 가로

환경에 대한 이용자의 총체적 인식은 상업가로의 이용행태에 중요한 영향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극 →
환경

지각 →
환경

인지 →
환경

태도 → 반 응

그림 4. 자극-반응 과정

Person

Characteristics

Objective

Environmental 

Attributes

→

Perceptions/

Beliefs about

the

Environmental 

Attributes

Attitude/Affect

toward the

Environment

Intentions to

Behave with

Respect to the

Environment

→
Behavior

Related to the

Environment

그림 5. Weidemann & Anderson (1985)의 주거만족도 모형

7) 임승빈,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보문당, 2007, p.28
8) 홍성조 외, “상업지역의 가로환경이 보행자의 구매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계획계』, 제26권 제8호, 2010.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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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로활성화의 개념 및 상업가로 환경과의 연관성

  제인 제이콥스(1961)는 활기 있는 도시를 위한 조건으로서 강조한 보행활

동으로 감시의 눈이 존재하는 보도, 도시의 다양성, 작은 블록의 중요성, 오

래된 건물들, 집중과 밀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9)

  정은옥(2002)은 가로의 활성화의 정의로 가로에서 이용자를 배려하는 공

간, 건물 및 시설이 제공되는 등의 사람들을 위한 물리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승필 외(2006)는 가로활성화란 “용도의 다양성이 있는 가로공간

에서 보행자가 붐빈다는 느낌을 가지며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과 주변의 업

무나 상업부분 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처럼 가로활성화는 보행자의 커뮤니티 활동과 주변의 업무 및 상업기능

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되며 가로의 지속적인 정비를 가능하게 하며, 이

를 통해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도시설계의 주요목적에 기여하게 된

다고 할 수 있다.10) 즉, 상업가로에서 쾌적한 가로환경의 조성은 보행을 유

발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도시 공공공간으로 작용하며 보행을 유발

하는 매력적인 목적시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오성훈, 진현영(2012)은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도시설계방안 연구를 통해 

상업가로와 가로변 건축물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공간(건물 전면부의 데

크나 테라스)이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11)

  윤나영, 최창규(2012)는 상업가로에서의 보행량과 보행환경요인의 관련성

에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보행환경요소 (3Ds)에 기반 하여 토지이용과 도시

조직을 중심으로 보행량을 분석하여 통합적인 보행량과의 관계를 밝혀냈으

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12)

9) Jane Jacobs,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1996, 그린비 p.210
10) 이승필 외, “도심재개발에 있어서 가로활성화 계획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

회지, Vol7.no2. 2006, pp73-86.
11) 오성훈 외,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도시설계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2012.
12) 윤나영 외, “서울시 상업가로 보행량과  보행환경 요인의 관련성 실증 분석”, 대한국

토 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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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밀도)

건폐율, 건물 층수, 연상 면적, 고용 밀도, 건물 수

-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 수가 많을수록 보행량 증가

Diversity

(다양성)

토지이용복합도, 주 용도 수, 크기의 다양성

- 건물 저층부의 용도는 한가지 용도로 집중되어 있을수록 보행량 증가

Design

(디자인)

경사도, 보도폭, 차로수, 보행로 구분, 점자블록, 펜스, 횡단보도 여부

- 경사도가 적을수록, 보도 폭은 넓을수록, 보행전용도로로 지정되었을 
경우와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일수록 보행량 증가

표 1. 보행량을 증가시키는 보행환경 요소들

  홍성조 외(2010)는 상업가로의 가로환경과 보행자의 구매활동에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가로환경의 개선이 상업 활성도에 중요한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가로환경이 좋을수록 보행자의 만족도가 증

가하여 좀 더 오래 머물고 지역에서의 소비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13)

  이러한 점을 볼 때 가로의 보행환경이 실제 가로이용 행태에도 영향을 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절 보행환경의 요소

  박소현 외(2006)는 주거지역의 보행친화도 평가를 위한 보행환경 요소를  

가로 환경·네트워크 환경 및 지역 환경의 세종류로 분류하였다. 가로환경은 

보행행위가 일어나는 지점의 환경요소를 결정짓는 것으로 점(占)적인 요소가 

되며, 네트워크 환경은 목적지와 도착지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소로 선(線)

적인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환경은 보행을 유발시키는 지역의 전체

적 특성과 관련된 요소로서 면(面)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요소

들은 다음과 같다.

13) 홍성조 외, “상업지역의 가로환경이 보행자의 구매 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 제 26권 제 8호(통권262호), 2010,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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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보행 요소

가로

환경

가로
특성

일반적 특성
보도의 존재, 폭, 유형, 포장 종류와 질,  경사면적, 가로 
단면, 보차도 간격

보행장애물 무장애 시설, 장애물

연석 폭, 경사, 유형

횡단보도
횡단보도, 폭, 표시의 여부, 대기 장소, 간격, 편이성, 신
호등, 신호시간, 신호간격

대중교통 대중교통 정류장 위치 및 시설, 지하보도, 안내판

교통제어 교통 통제장치, 볼라드, 가드레일, 교차로 신호판

  건물
용적률, 건폐율, 위치, 형태, 높이, 출입구 위치, 저층부 
용도, 입면, 광고판, 정원 및 옥외공간의 유지정도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전면공지, 건축선 후퇴

가로
시설물

조명시설 조명, 가로등, 보행자용 조명

위생/휴게 쓰레기통 유지상황, 쓰레기, 보행자 휴식시설

정보장치 안내판, 안내판의 간격, 공중전화

  식재, 조경, 녹지
가로수-간격, 음영넓이, 공공공지, 광장, 화분, 공공조형
물

  주차 및 차량
차량 출입구/방향, 주차장 위치, 불법 주차대수 가로의 차
량점유비율

네트워크

환경

보행로 연결성 연속된 보행로, 보행로의 네트워크

네트워크 밀도 교차로간의 거리, 교차로의 밀도, 가로의 간격

접근성 목적지(학교, 상점, 버스정류장,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

지역

환경

밀도 개발면적, 주거밀도, 용도의 복합성

도시형태 블록크기 및 둘레, 필지의 평균 크기

토지용도
/시설

일반적특성 용도구역 및 연관된 제도

상보성 주거와 상충되는 용도 면적/시설 수

이동요인
보행으로 연결되는 특정한 토지용도 면적
보행권안의 근린시설 수
통행거리 및 목적에 따른 목적지 수

출처 : 박소현 외 3인, 2006, 근린주구 보행활성화를 위한 보행친화적 환경요소의 
계량화 : 주거지역의 보행친화도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국토연구원, p.17

표 2. 보행환경 요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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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규모, 비례, 입면, 디테일, 지역 양식, 용도, 저층부의 접근 및 활용, 출입
구, 공ㆍ사영역 구분,스카이라인, 위요감, 랜드마크, 코너의 건물, 조망점, 
강조점

공공시설 공공시설(학교, 도서관, 미술관, 체육시설, 공원, 산책로) 등의 위치, 규모, 
기능, 예산, 보급률, 접근성, 이동거리

외부공간 광장, 건물의 뒷마당, 사이공간 등 옥외공간의 위치, 접근성, 디자인

노면상태
재료의 질과 혼합, 포장의 평탄성, 구멍, 균열, 요철, 파편, 배수로ㆍ맨홀, 
미끄러움, 경사, 커브와 내리막길

가로시설

물

편의시설 화장실, 벤치, 쓰레기통, 자전거 보관소 등의 위치와 정렬상태

조경시설 가로수, 식재, 녹지, 공공미술, 동상, 분수대

표 3. 가로환경 평가내용 중 물리적 측면

  보행행위가 일어나는 지점의 환경요소를 결정짓는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세부적 요인 및 가로환경의 분석을 위한 항목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

과 같다.

  최강림(2008)은 도시 상업가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크게 물리적인 요

소 및 비 물리적인 요소로 구분하였고, 이들이 엮여져서 입체적인 가로공간

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물리적인 요소에는 바닥을 이루는 도로 및 차도, 벽

면을 이루는 가로변 건축물, 바닥부분의 일부를 점유하는 가로시설물 및 노

상적치물, 벽면에 설치된 가로시설물과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등이 해당되

며, 비 물리적인 요소로는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 각종 이벤트 등의 소프

트웨어적인 요소가 해당된다. 14)

  남궁지희·박소현(2009)은 가로환경 평가체계에 관한 기초연구에서 가로

환경 평가 내용을 구조화시켰는데 물리적 측면, 이용·행태적 측면, 사회·

과정적 측면에서의 지침 등으로 분류하였고 특히 물리적 측면의 경우 건축

물, 공공시설, 외부 공간, 노면상태, 가로시설물, 장애물, 위생, 공해, 네트

워크 등의 요소를 제시하였다.15)

14) 최강림, “도시상업가로 보행환경의 현황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8.

15) 남궁지희 외, “가로환경 평가체계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5권 제
11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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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시설

교차로의 시야, 횡단 지점/방법/거리, 신호체계, 간격/길이/우
선순위

길찾기/
안내체계 도로명, 지도, 안내판, 노면 표시

안전 시설 보도용 방호 울타리, 보호대, 볼라드

장애물

물리적 
장애물

전신주, 가판대, 노점상, 광고판, 노상적치물, 차, 일시적 장
애물

시각적 
장애물

간판, 전단지, 낙서

위생 쓰레기, 냄새, 지저분함, 해충

공해 대기오염, 매연, 소음

네트워크
연결성

보행 동선체계, 희망경로, 
주요시설/공공공간/대중교통시설과의 연결

연속성 보행공간/자전고도로의 단절

출처 : 남궁지희 외, “가로환경 평가체계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5
권 제11호, 2009.

제 5 절 보행환경 인지특성

  사람들이 걷기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기제(機制) 속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보행활동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로는 보행환경의 질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인지속성(느낌)이 해당한다. 보행환경과 관련되어 보

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지속성들은 편리성(Convenience), 안전성(Safety), 연

결성(Connectivity), 가독성(Legibility), 쾌적성(Pleasantness), 매력성

(Attractiveness)이며16) 특성은 다음과 같다.

16) 최이명 외, 『도시설계의 이해 - 제7강, 도시보행』,한국도시설계학회, 201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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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속성 특징

편리성(Convnience) 보행공간의 확보, 발이 편한 노면 상태

안전성(Safety) 범죄 및 교통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

연결성(Connectivity)
최단 경로보행이 가능한 네트워크 및

목적지로의 쉬운 접근성

가독성(Legibility) 길과 방향에 대한 판단이 쉬운 공간구조, 안내체계

쾌적성(Pleasantness) 감각에 대한 만족

매력성(Attractiveness) 다양한 활동과 구경거리 및 장소적 맥락

출처 : 최이명 외, 『도시설계의 이해 - 제7강, 도시보행』,한국도시설계학회, 2014, 
pp.144.

표 4. 보행환경 인지속성

  기존의 연구 및 문헌에서 제시되는 보편적인 보행환경 인지특성 요소들은 

연구의 관점에 따라 인지특성의 정의와 해당하는 요소들 간에 차이를 보이

고 있지만 비교적 유사하고 일반적인 개념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편리성 개념을 설명하는 항목으로 조준범(2007)은 유효보도폭, 보행장애

시설, 보행연속성 장애시설, 횡단보도, 약자편의시설로 정의하였고, 지우석 

외(2008)는 보도의 재질, 벤치수, 쓰레기통수, 자동수직이동시설 수, 안내도 

유무, 대중교통시설 종류와 개소수, 주변 토지이용 유형, 보도 수직경사도로 

정의하였다.

  안전성 개념을 설명하는 항목으로 조준범(2007)은 보도설치, 볼라드, 횡

단보도 정지선, 가드레일, 과속방지턱으로 정의하였고, 지우석 외(2008)는  

보도 유효보도폭, 단절구간 횟수, 횡단보도수, 불법주차수, 불법적치물 수

(면적), 보도 수평경사도, 입간판수, 볼라드 수, 자전거도로 유무, 과속방지

턱 수로 안전성 항목을 정의하였다. 안전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위험성 개념

을 제시한 선행연구들 중 신해미 외(2009)는 간접적 범죄 예방 또는 교통 

안전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박소현 외(2009) 역시 범죄 혹은 교통사고의 

위험도로 정의하였다. 

  연결성 및 가독성 개념은 비슷하게 인지될 수 있으며 박소현 외(200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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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및 가독성과 의미가 통하는 복잡성 개념을 제시하였고, 가로패턴의 명

료성과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정의하였다.

  쾌적성 개념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는데, 신해미 외(2009)는 

보도의 청결상태, 주변경관 가로수의 상태, 보도의 구조 및 설치정도, 주변

소음, 바닥 포장 등이 쾌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임을 제시하였고 쾌적성

을 청결 또는 유지관리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박소현 외(2009)는 보행환경

의 심미적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동네의 전반적 유지관리의 수준 및 조화

로움을 나타내는 지표로 쾌적성 개념을 정의하였다. 

  매력성 개념과 관련하여 임혜원(2012)은 비슷한 의미로 경관성 및 개방성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경관성의 경우 경관의 조화로움, 건축디자인, 지역이미

지가 해당하며 개방성의 경우 공개공지 충분, 문화공간 충분, 건물 저층부의 

개방성 등을 설명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상 기존의 연구 및 문헌에서 제시된 보편적인 보행환경 인지특성 요소

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특성
조준범

(2007)

지우석 외

(2008)

신해미 외

(2009)

박소현 외

(2009)

주용진

(2011)

임혜원

(2012)

최이명 외

(2014)

편리성 ● ● ● ● ● ●

안전성 ● ● ● ● ● ● ●

연결성 ● ● ●

가독성 ●

쾌적성 ● ● ● ● ● ● ●

매력성 ●

생동성 ●

접근성 ●

연속성 ● ●

경관성 ● ●

개방성 ●

표 5. 선행연구 및 문헌에서 제시된 보행환경의 인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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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분석의 틀

  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보행은 인간의 의지와 인지각의 활동이 총체적으

로 일어나며 여러 가지 물리적 요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또한 지역이나 상황마다 다양한 보행환경의 내용을 보행활동으로 연

결시키는 메커니즘은 보행환경에 대한 보행자의 인지·평가 혹은 만족이기 

때문에17) 본 연구에서 보행만족도 분석의 틀로 사용될‘상업지역의 가로환

경’은‘상업지역 가로환경에 대한 인지특성’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기준이 되는 가로환경의 인지특성은 가로 본원적 기

능과 관련된 ‘1차적 인지특성’과 즐거움 및 장소성 형성과 관련된 ‘2차

적 인지특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1차적 인지특성에는 편리·안전성과 

연결·가독성이 해당하며  2차적 인지특성에는 쾌적성과 매력성이 해당한다. 

  편리·안전성 개념의 경우 ‘걷기’라는 신체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특히 물리적 특성)으로서 인지되며 연결·가독성의 경우 서로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통합된 개념으로서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인지특성 세부 요소

1차적 인지특성

(본원적 기능에

관련된 특성)

편리 및 

안전성

1. 보도의 폭
2. 가로 포장의 질과 상태
3. 길의 수평경사
4. 차량으로부터의 안전

연결 및 

가독성

5. 목적지를 쉽게 찾음
6.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
7. 길의 안내체계

2차적 인지특성

(즐거움 및 장소성 

형성에 관련된 특성)

쾌적성

8. 길의 청결함
9. 길의 소음
10. 사람 혼잡도
11. 시설물 혼잡도

매력성

12. 상점의 다양성
13. 길과 가로시설물의 조화로움
14. 거리의 활기와 생동감
15. 거리의 분위기

표 6. 분석의 틀로 도출된 인지특성

17) 박소현 외,“주거지 보행환경 인지가 생활권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25권 제8호, 2009.pp.2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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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대상지 분석 및 설문 설계

제 1 절 대상지 환경 분석

1. 연구 대상지 개요

그림 6. 강남역 일대 위성사진

  연구 대상지인 강남역 일대의 동쪽 블록은 전면가로에서 이면가로로 상권

이 확장되어온 특성을 보이는 대표적 장소이며, 세부적으로는 강남역에서 신

논현역 까지 약 700m 이르는 전면·이면가로이다. 동쪽 블록의 경우 건물

군의 스케일·가로의 폭·상점의 수 등 전면과 이면가로를 구성하는 보행환

경의 차이가 서쪽 블록들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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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지 현황

(1) 가로의 위계

  강남역 일대의 전면(前面)가로의 경우 간선가로 또는 주(main) 가로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블록의 위계상 중심상업가로의 위계를 갖게 된다. 이면(裏面)

가로의 경우 전면가로와 평행하며 경로 대체의 기능을 가지는 가로이다. 

그림 7,8,9,10. 대상지 전면가로

그림 11,12,13,14. 대상지 이면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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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로의 물리적 현황

그림 15. 전면·이면가로에 직접적으로 면한 건물군

  가로에 면한 건물군의 물리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면가로에 직접적으로 

접한 21개 건축물들의 평균 층수는 약 9층이며 평균 높이는 39.18m 이다. 

전면·이면가로에 모두 접하고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 이면가로에 직접적으

로 접한 47개 건축물들의 평균 층수는 5층이며 평균 높이는 17.48m 으로 

전면가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스케일의 건물들이 가로를 구성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16. 전면·이면가로 건물군 층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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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대상지 Topography

그림 18. 종단면도

  대상지 종단면의 경우 지형적 특징으로서 전면가로의 경우 강남역에서 신

논현역 방향으로 700m 중 약 570m가 경사가 없는 평탄한 모습을 보이며, 

표고가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의 높이차가 3m를 나타내고 있다. 이면

가로의 경우 경사가 존재하며 표고가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의 높이차

가 6m를 나타내어 전면가로에 비해 좀 더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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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의 용도 현황

그림 19. 대상지 일대의 지적 및 용도지역·지구 현황

  

  먼저 대상지 일대의 지적 및 용도지역·지구 현황은 그림17과 같으며 대

상지 전면가로의 경우 일반상업지역, 중심지 미관지구, 테헤란로 제2지구 지

구단위계획에 속해 있다. 이면가로의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에 속해 있다. 

  전면·이면가로에 직접적으로 면한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된 건물군의 용도 

분포를 살펴보면 전면가로의 경우 업무시설 용도가 38%, 1종 근린시설 용도

가 33%, 2종 근린시설이 14%로 업무시설 및 근린시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면가로의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해있기 때문에 2종 근린시

설이 53%, 1종 근린시설이 2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업무시설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단독주택

문화

집회시설

판매

시설

교육

연구시설
기타 합 계

전면가로
8 7 3 - 1 1 1 - 21

38% 33% 14% - 5% 5% 5% - 100%

이면가로
3 12 25 - - - 2 5 47

6% 26% 53% - - - 4% 11% 100%

표 7. 전면·이면가로에 면한 건물군의 용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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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가로에 접해있는 건물 저층부(1층)의 이용특성은 보행환경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점의 수와 업종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면·이면가로에 면한 건물군의 저층부는 대부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면가로에 면한 건물군의 스케일이 전면가로

에 면한 건물군의 스케일보다 작고 건물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면가로에 면

한 저층부 상점의 수가 전면가로에 비해 많다.

  각 가로에 면한 1층 상점의 수는 전면가로의 경우 40개이고 이면가로의 

경우 73개이다. 상업시설 비율의 경우 전면가로가 90%이고 이면가로가 94%

로 가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점포들이 상업목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업시설의 구성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전면가로와 이면가로의 특성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전면가로의 경우 의류·가방·신발·쥬얼리 

및 화장품 등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의 비율이 70%인 반면, 이면가로의 경

우 일반음식점·카페 등을 취급하는 식음시설의 비율이 75%를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면가로의 경우 전면가로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양

한 건물 전면부 활용방식(데크, 테라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면가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속해있는 특성 때문에 근린서비스를 

위한 생활서비스 시설(편의점, 식료품 판매시설 등)이 존재하며 비율은 11%

를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인 건물 저층부(1층) 사용 현황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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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전면가로 이면가로

수 중분류
비율

수 중분류
비율

소매점

(SPA매장 포함)

가방 2

70%

-

8%

서점 1 -

신발 3 -

안경원 1 1

의류 10 3

이동통신대리점 3 -

전자제품 2 -

쥬얼리 2 -

화장품 3 2

휴대폰 상품 1 -

소 계 28 6

식음시설

음식점 2

20%

37

75%

주점 7

제과점 2 -

카페 4 11

소 계 8 55

생활서비스

부동산 -

-

1

11%

편의점 - 5

담배판매 - 1

식료품판매 - 1

소 계 - 8

업무시설

사무실 1

5%

-

-은행 1 -

소 계 2 -

의료시설 약국 2 5% 1 1%

교육시설 학원 - - 1 1%

기타 공실 - - 2 3%

합  계 40 100% 73 100%

표 8. 건물 저층부(1층)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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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지 가로환경

 (1) 편리·안전성 측면

  가. 가로의 폭과 수평경사

  대상지 전면가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으며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U-Street이라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이뤄졌

다. 보도에는 사선의 패턴이 존재하고 미디어 폴과 휴식을 위한 벤치 등의 

가로시설물들 및 조경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보행가로의 폭원은 5.5m에서 

10m 사이의 폭원을 가지며 평균적으로 7m정도의 폭원을 나타내고 있다. 

  대상지 이면가로는 보행의 쾌적함을 위한 가로 자체의 시설물이 거의 존

재하지 않으며 가로에 면한 건물의 전면부를 활용한 데크공간 및 계단 등이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보행 시 차

량통행으로 인한 보행의 위험이 존재하며 가로의 폭은 약 8m의 폭원을 가진다. 

  가로의 수평경사의 경우 그림16의 가로 종단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면

가로는 경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평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면가로

는 전면가로에 비해 좀 더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있다.

그림 20 . 대상지 전면·이면가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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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路)면의 상태와 질

  

  

그림 21,22. 전면가로 보도 포장현황

  전면가로의 경우 보행자 전용가로가 조성되어있고 2009년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이뤄짐에 따라 보도에 사선의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 패턴을 구성하

고 있는 재료들의 전반적인 상태는 손상 없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건물의 주차장과 연결되는 부분에는 

사선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료의 크기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림 23,24. 전면가로 보도와 건물 전면부 공지와의 관계 (일관성, 비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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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포장 패턴과 건물 전면부 공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도에서 사용

된 사선의 패턴을 건물 전면부에도 일관되게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로 나뉘고 있다. 일관된 패턴을 유지하는 장소의 경우 시각적으로 보행가

로의 폭이 더 넓게 인지되고 치우침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건물 전면부 보도에 비해 보도부분으로만 보

행이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5,26. 보도 패턴의 시각적 연속성과 비연속성으로 인한 보행 치우침 현상

  

그림 27,28. 이면가로 보도 포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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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가로의 경우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고 가로포장의 재료는 아스팔트

로만 구성되어 있다. 포장의 질 상태는 보행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로 손상

이 심하지는 않지만, 곳곳에 보수로 발생한 재료의 노후화 차이로 인한 얼

룩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균열 등이 존재한다. 

  다. 차량으로부터의 안전

  전면가로의 경우 보차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성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에서는 가로 

패턴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재료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하여 차량이 통행

하는 곳임을 구분하였다. 또한 차도 및 횡단보도로 연결되는 장소에는 보행 

안전을 위한 볼라드 및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이면가로의 경우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 안전을 위한 시

설물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신논현역과 맞닿은 한 블록의 경우에

만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구분하는 보도이 존재하며, 그 외의 구간에서는 

차량정온화를 위한 과속방지 패턴만 존재한다. 

  

  

그림 29,30. 전면가로의 보행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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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이면가로의 보행안전시설

 라. 가로와 건물 진입부와의 관계

  가로와 건물 진입부와의 관계는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 전면부

공지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면가로의 경우 건축선 후퇴에 의한 

공지와 가로의 높이차가 없는 경우와 조금 있는 경우, 그리고 높이차가 많

이 형성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높이차가 많이 형성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한 

진입이 이뤄지게 되는데 데크로 조성된 계단과 일반 계단의 두 가지 타입으

로 나뉘게 된다. 높이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조금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도에

서의 직접 진입 또는 낮은 단이 조성된 경우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건물 전면부 공지에 형성된 보도패턴이 보도와 같은 

패턴으로 조성된 경우 시각적 연속성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의 경계가 명확하고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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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35,36. 전면가로의 보도와 건물 진입부와의 관계

  

  이면가로의 경우 건축선 후퇴에 의한 공지의 규모 및 높이차가 크게 차이

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공지가 발생한 경우 전면가로에 비해 조금 더 적

극적으로 데크와 야외테라스 및 소품과 시설물 배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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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8. 이면가로의 보도와 건물 진입부와의 관계

  

 (2) 연결·가독성 측면

  

  

그림 39,40. 전면·이면가로의 길 안내체계

  

  연결·가독성 측면에서의 가로환경은 가로의 안내체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대상지 전면가로의 경우 지하철 출입구(강남역과 신논현역)·관

광안내도 등을 통해서 경로 파악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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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영화관 건물(CGV) 및 건물 저층부의 대형 상점(SPA브랜드)을 통해 

위치를 알 수 있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미디어 폴에도 각각 번호가 기입되

어 있어 보행자들이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이면가로의 

경우에는 노면에 차량을 위한 방향 안내만 존재하며 보행자를 위한 안내체

계는 갖춰져 있지 않다.

 (3) 쾌적성 측면

  가. 가로의 청결상태

  전면가로의 경우 보행자 가로의 청결도가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이면가로의 경우 전신주 및 배수로 덮개 주변의 쓰레기투척과 주변의 음식

점들에서 도로면으로 흘러나온 이물질 등이 보행자들에게 시각 및 후각적으

로 불쾌함을 유발하고 있다.

  

  

그림 41,42. 이면가로의 청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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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로 혼잡도

  2012 서울시 유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면·이면가로의 점심 및 

저녁 첨두시별 유동인구는 전면가로의 경우(지점1) 10,755명 및 15,843명

으로 나타났으며 이면가로의 경우(지점2) 7,650명 및 12,717명으로 나타났

다. 조사지점의 보행로 폭은 각각 7.5m, 8m이며 John J Fruin이 제시한  

유동계수를 계산해보면 전면가로의 경우 점심첨두시 22.4, 저녁첨두시 32.9, 

이면가로의 경우 점심첨두시 15.9, 저녁첨두시 24.1로 나타났다. Fruin의 

서비스수준 분류에 따르면 전면가로의 저녁첨두시의 경우 보행자도로 서비

스수준은 C에 해당하며, 이는 보행자가 각자의 보행속도를 유지하거나 상대

편을 추월할 때 약간의 제한을 받는 수준을 의미한다. 전면가로의 점심첨두시 

및 이면가로의 저녁첨두시의 보행자도로 서비스수준은 B에 해당하며 정상적

인 보행속도를 유지하여 보행공간 통과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전면가로

이면가로의 점심첨두시의 보행자도로 서비스수준은 A이며 보행속도를 자유롭

게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보행공간이 확보된 수준을 의미한다.

그림 43. 2012년 서울시 보행량조사 조사지점(대상지)

 

주요 위치
보행로

폭

1주일 평균
첨두 시간대별 유동인구

유동계수 : 인/m·분
(John J Fruin)

13~14시 18~19시 13~14시 18~19시

지점1
(전면가로)

CGV건물
아디다스 

7.5m

10,758명
(1시간)

15,843명
(1시간) 22.4

(서비스수준 B)
32.9

(서비스수준 C)약 180명
(1분)

약 263명
(1분)

지점2
(이면가로)

(현)삼통치
킨

8m

7,650명
(1시간)

12,717명
(1시간) 15.9

(서비스수준 A)
24.1

(서비스수준 B)약 128명
(1분)

약 193명
(1분)

표 9.전면·이면가로 유동인구 및 유동계수

      (유동인구 자료는 2012 서울시 유동인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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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준

공간모듈

(㎡/인)

유동계수

(인/m·분)
상태

A 3.5이상 20 이하 보행속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B 2.5~3.5 20~30 정상적인 보행속도를 유지하여 보행공간 통과 가능

C 1.5~2.5 30~45 보행자가 각자의 보행속도를 유지하거나, 상대편을 추월할 
때 약간의 제한을 받음

D 1.0~1.5 45~60 상대편 추월 시 충돌할 위험이 있는 상태로서 이동 시 제
한을 받음

E 0.5~1.0 60~80 모든 보행자는 보행속도를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는 상태

F 0.5이하 80 이상 보행로의 허용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로, 모든 보행자의 보
행속도는 극도의 제약을 받으며 보행공간의 마비상태

출처 : John J Fruin,Pedestrian Planning and Design,Metropolitan Association of 
Urban Designers and EnvironmentalPlanners,Inc.,(1971)

표 10. 보행자 도로에서의 서비스수준

 (4) 매력성 측면

  가. 가로시설물

  전면가로의 경우 벤치와 쓰레기통 등의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이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규칙적으로 배치된 미디어폴과 가로수들 사이에 조경시설들

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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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5,46,47. 전면가로의 편의 및 조경시설

  

  이면가로의 경우 현금지급기나 구두수선을 위한 노점상 점포의 디자인이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만 가로에 접한 건물 저층부 상점들에서 제공하는 데

크와 조경시설 및 주차장 진입부에 배치된 조경시설들이 가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노점상과 삭막한 느낌을 자아내는 조경

시설들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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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49,50,51. 이면가로의 편의 및 조경시설

  

  나. 저층부 상점

  전면·이면가로에 접해있는 건물 저층부(1층)의 이용특성은 대부분 판매

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면가로에 면한 건물군의 

스케일이 전면가로에 면한 건물군의 스케일보다 작고 건물의 수가 많기 때문

에 이면가로에 면한 1층 상점의 수가 73개로 전면가로의 40개에 비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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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3. 전면가로의 저층부 상점

  

  전면가로의 경우 건물의 스케일 차이로 인해 가로에 접해있는 건물 저층

부(1층)의 상점들은 이면가로에 비해 상점의 규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소매점(특히 의류 및 잡화)의 비율이 높고 쇼윈도의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으며 상점 전면부의 활용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림 54,55. 이면가로의 저층부 상점

  

  반면, 이면가로 저층부 상점의 경우 전면가로에 비해 상점의 수가 많으

며 식음시설의 비율이 높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 카페, 주점들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상점 전면부 활용방식(데크와 테라스 및 판매대) 및 

건물의 입면 활용방식이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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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 분 2 문항 수 척 도

외생 잠재변수

(독립변수)

편리 및 안전성 4 리커트 7점 척도

연결 및 가독성 3 리커트 7점 척도

쾌적성 4 리커트 7점 척도

매력성 4 리커트 7점 척도

내생 잠재변수

(종속변수)

전반적

보행 만족도
1 리커트 7점 척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1 명목 척도

연령 1 명목 척도

직업 1 명목 척도

표 11. 설문의 구성

제 2 절 설문 설계

1. 설문의 목적 및 구성

  대상지(전면·이면 가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가로환경의 특성

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보행 만족도를 살펴보고, 보행환경 인지특성에 

대한 만족도가 보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해 설문 설계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가로환경 인지특성에 대한 만족도가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

기 위해 설문의 구조는 외생 잠재변수와 내생 잠재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구

성된 설문의 구분과 사용된 척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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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생 잠재변수에 해당하는 전면·이면 가로환경의 인지특성의 경우, 각 

요인별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대상지의 특성 및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인지요인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설문 항목을 작성하였으며, 인지요인별 측정

변수가 되는 세부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외생 잠재변수

(인지속성)
측정 변수(세부 문항)

편리 및 안전성

1. 보도의 폭이 넓다.

2. 가로 포장의 질과 상태가 좋다

3. 길이 평탄해서 걷기 쉽다.

4. 차량으로부터 안전하다

연결 및 가독성

5.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6.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다.

7. 길의 안내체계가 잘 되어 있다.

쾌적성

8. 길이 깨끗하다.

9. 길이 시끄럽다.

10. 사람이 많아 혼잡하다.

11. 시설물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매력성

12. 상점들이 다양하다.

13. 가로시설물 (광고판, 벤치, 가로수 등)이 잘 어울린다.

14. 거리가 활기차고 생동감 있다.

15. 거리가 분위기 있다.

표 12. 외생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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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술통계 및 변수 구성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표본의 특성

  본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 16시에서 18시 

사이의 강남역 일대 동쪽블록의 전면·이면가로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192명의 이용자가 응답하였으며 회수된 192부의 설문지 중

에서 결측치가 존재하는 전면가로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최종 190부를 본 

연구의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전면가로의 경우 유효한 설문지는 88부이며, 

이면가로의 경우 102부이다. 

  전면가로 표본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29명

(32.95%), 여성이 59명(67.05%)으로 여성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으로는 20대가 56명(63.64%)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0대가 8명(9.09%), 30대가 18명(20.45%), 40대 이상

이 6명(6.82%)으로 분석되었다.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학생 29명

(68.18%), 직장인 18명(20.45%0, 주부 5명(5.68%), 기타 5명(5.68%)으로 

나타났다.

  이면가로 표본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47명(46.08%) 

여성이 55명(53.92%)으로 여성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으로

는 20대가 72명(70.5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대가 

13명(12.75%), 30대가 12명(11.76%), 40대 이상이 5명(4.90%)으로 분석

되었다. 직업별 특성으로는 학생이 70명(68.63%), 직장인 23명(22.55%), 

주부 5명(4.90%), 기타 4명(3.92%)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석에 사용될 두 집단(전면가로 및 이면가로 표본)의 인구학적 특

성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영향이 통제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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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면가로(n=88) 이면가로(n=102)

빈 도(명) 비 율(%) 빈 도(명) 비 율(%)

성 별
남 29 32.95 47 46.08

여 59 67.05 55 53.92

연 령

10대 8 9.09 13 12.75

20대 56 63.64 72 70.59

30대 18 20.45 12 11.76

40대 이상 6 6.82 5 4.90

직 업

학생 60 68.18 70 68.63

직장인 18 20.45 23 22.55

주부 5 5.68 5 4.90

기타 5 5.68 4 3.92

표 13. 표본의 특성

2. 기술 통계

 

  외생잠재변수인 인지속성 및 내생잠재변수인 보행만족도의 측정변수가 되

는 세부 문항과 전반적인 보행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되었다. 전반적인 보행 만족도는 전면가로가 이면가로에 비해 좀 더 긍정

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전면가로의 경우 1-10(사람 혼잡도)에 대해 가장 높

은 점수로 응답하였으며 이면가로의 경우 1-12(상점 다양성)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로 응답하였다. 표준편차가 가장 큰 응답은 전면가로의 경우 1-4

(차량으로부터의 안전), 이면가로의 경우 1-10(사람혼잡도)로 나타났다. 표

준편차가 가장 적은 응답은 전면가로의 경우 1-10(사람혼잡도), 이면가로의 

경우 1-4(차량으로부터의 안전)으로 동일한 두 문항에 대해 전면·이면가로

에서의 표준편차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자세한 응답결과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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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측정변수

전면가로
(n=88)

이면가로
(n=1ㅊ0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1 보도의 폭이 넓다. 4.50 1.53 3.64 1.33

1-2 가로 포장의 질과 상태가 좋다 4.97 1.33 3.72 1.25

1-3 길이 평탄해서 걷기 쉽다. 4.89 1.41 4.00 1.38

1-4 차량으로부터 안전하다 4.69 1.64 2.22 1.13

1-5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4.35 1.58 3.39 1.19

1-6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다. 4.49 1.40 3.97 1.23

1-7 길의 안내체계가 잘 되어 있다. 4.09 1.38 3.16 1.26

1-8 길이 깨끗하다. 4.47 1.42 3.15 1.49

1-9 길이 시끄럽다. 5.76 1.20 4.52 1.48

1-10 사람이 많아 혼잡하다. 6.26 0.86 5.01 1.53

1-11 시설물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4.02 1.42 3.78 1.35

1-12 상점들이 다양하다. 5.06 1.55 5.53 1.19

1-13
가로시설물 (광고판, 벤치, 가로수 등)
이 잘 어울린다.

4.19 1.28 3.42 1.35

1-14 거리가 활기차고 생동감 있다. 5.39 1.13 5.02 1.26

1-15 거리가 분위기 있다. 3.67 1.46 3.86 1.39

2 전반적인 보행 만족도 4.35 1.06 3.78 1.10

표 14. 측정변수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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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요인 분석 및 신뢰성 분석

1. 요인 분석

  2장에서 분석의 틀로 설정한 가로환경 인지요인의 구조와 설문 응답 표본들

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인 분석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방법은 카이저 

정규화를 사용한 베리맥스(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다. 요인 추출 전 

KMO 및 Bartlet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KMO 표본적합도는 .799으로 0.6 이

상을 나타내어 요인분석에 적합한 변수로 판단할 수 있다. Bartlett의 단위행

렬 검정은 유의확률이 0.000으로 귀무가설(p<0.05)을 기각하여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18)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측정변수
편리

안전성
연결

가독성
혼잡도 매력성

1-1 보도의 폭이 넓다. .776 - - -

1-2 가로 포장의 질과 상태가 좋다 .811 - - -

1-3 길이 평탄해서 걷기 쉽다. .761 - - -

1-4 차량으로부터 안전하다 .709 - - -

1-8 길이 깨끗하다. .643 - - -

1-11 시설물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428 - - -

1-5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754 - -

1-6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다. - .792 - -

1-7 길의 안내체계가 잘 되어 있다. - .626 - -

1-9 길이 시끄럽다. - - .884 -

1-10 사람이 많아 혼잡하다. - - .882 -

1-12 상점들이 다양하다. - - - .746

1-13
가로시설물 (광고판, 벤치, 가로
수 등)이 잘 어울린다.

- - - .483

1-14 거리가 활기차고 생동감 있다. - - - .712

1-15 거리가 분위기 있다. - - - .519

표 15. 요인 분석 결과(회전 성분 행렬)

18) 서의훈, 『SPSS 18.0을 이용한 통계분석』,서울:자유아카데미, 2010.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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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된 190개 표본(전면 n=88, 이면 n=102)의 응답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분석의 틀로 설정한 외생잠재변수 요인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쾌적성’요인으로 판단하였던 ‘1-8, 1-11’문항이 1차적 인지특성인

‘편리 및 안전성’의 요인으로 포함되었고, ‘1-9, 1-10’의 문항이 새

로운 그룹으로 추출되었으며 ‘혼잡도’로 명명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될 외생잠재변수는 편리 및 안전성, 연결 및 가독성, 혼

잡도, 매력성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요인의 측정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리 및 안전성 요인은 보도의 폭, 가로 포장의 질과 상태, 길의 

경사, 차량으로부터의 안전, 길의 쾌적한 상태, 시설물의 방해에 대한 측정

변수로 구성된다.

  둘째, 연결 및 가독성 요인은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

항,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 길의 안내체계에 대한 측

정변수로 구성된다.

  셋째, 혼잡도 요인은 소음 혼잡도 및 사람 혼잡도에 대한 측정변수로 구

성된다. 

  넷째, 매력성 요인은 상점의 다양성, 가로시설물과 가로의 어울림, 거리의 

활기와 생동감, 거리의 분위기에 대한 측정변수로 구성된다.

2. 설문 자료의 신뢰성 분석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변수들(1-1 ~ 1-15, 항목수 15)을 대상으로 가로

환경 인지특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가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0.822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 분야에서 Cronbach's α값이 

0.6 이상이면 수용할 만하다고 인정한다.19)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신뢰도는 수용할 수 있다.

19) 이길용, “포천시의 도시 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2.



- 42 -

제 5 장  분석 결과의 해석

제 1 절 분석 모형 작성

  가로환경의 인지특성에 대한 만족도와 보행 만족도간의 영향관계를 분석

하기 위해 SPSS에서 제공하는 구조방정식 분석패키지인 AMOS 22.0을 이용

하여 분석의 틀로 사용될 구조방정식 모형을 작성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은  잠재변수와 함께 측정오차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성 개

념간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경로도 작성에는 5개의 잠재변수(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한 4개의 가로환

경 인지요인 및 보행만족도)와 16개의 세부측정변수(설문문항1~15:가로 인

지환경에 대한 만족도, 설문문항 16:전반적인 보행만족도)로 구성하였으며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6. 기본 경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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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구조방정식 모델 이론

1. 구조방정식 모델의 개요

  구조방정식 모델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기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이 결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모델 형태의 관점에서 보면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에 해당되고, 경로분석은 구조모델(structural model)에 해당한다.

  다중회귀분석은 모델에 포함된 변수의 측정 오차들이 무시된 채 분석이 

진행되는 반면 구조방정식 모델은 잠재변수와 함께 측정오차를 구분하여 사

용하기 때문에 잠재변수가 측정항목들에서 발생하는 측정오차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잠재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측정오차가 포함된 상태에서 분석하는 회귀분석보다 구조방정식 모델이 더 

정확한 구성 개념간 인과관계를 도출한다고 할 수 있다. 20)

  즉 구조방정식 모델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잠재변수들의 복잡한 

인과성을 검증하고, 각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변수들을 사

용하는 통계기법이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성하는 변수는 측정변수

(observed variable), 잠재변수(latent variable), 외생변수, 내생변수, 오

차변수로 구성된다.21) 잠재변수란 직접적으로 관찰 혹은 측정되지 않기 때

문에 여러 측정 변수들을 통해 이론적으로 구성되는 변수이다. 각 잠재변수

는 관찰 가능한 측정변수에 의해서 측정되며, 측정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구

조방정식 모델에서 잠재변수를 사용한다. 측정변수는 잠재변수를 대표할 수 

있으면서 조작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실측할 수 있는 변수이다.

  오차변수는 구조오차(structural error)와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로 구분되는데, 구조오차란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 투입된 설명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지 못한 잠재변수들의 오차를 말한다. 측정오차는 관

측변수가 잠재변수를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데이터 입력의 실수

로 인하거나 부적절한 측정변수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이다.

20) 우종필,『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2013. pp.16, 46-47
21) 이희연 외, 『고급통계분석론』, 문우사, 2013. pp.72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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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성의 평가는 얼마나 측정이론이 표본 데이터에 의

해 잘 부합되면서 모델이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를 검정하는 것이다. 22) 

  모델적합도는 실제 조사자가 수집한 표본 데이터로부터 얻은 공분산행렬

과 조사자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개발한 연구모델로부터 추정된 공분산

행렬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 차이가 작다면 높은 모델 적합도를 보이게 

되고, 이 차이가 크다면 낮은 모델 적합도를 보이게 된다.23)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goodness-of-fit measures)들은 다

양하며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각기 지표를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수가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없다.24) 모델 적합도는 절대적합

지수(absoult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는 수집한 데이터의 공분산행렬과 이론

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델의 공분산행렬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수치

이며 대표적으로 CMIN/DF와 RMSEA가 있다. Amos에서 CMIN/DF로 표

현되는 Normed χ2은 χ2을 자유도(df)로 나눈 카이제곱 통계량 수치이며 

3 이하면 수용할 만하고 2 이하면 좋다고 할 수 있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대표본이나 다수의 관측변수들로 인

해 발생하는 χ2통계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합지수이며, 일반적으로 

0.05 이하면 매우 좋고, 0.08이하면 양호, 0.1 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

한다. 25) 

  

22) 이희연 외, 『고급통계분석론』, 문우사, 2013. pp.753
23) 우종필,『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2013. pp.360-361
24) 이희연 외, 『고급통계분석론』, 문우사, 2013. pp.753
25) 우종필,『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2013. pp.36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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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모형의 분석 결과

1. 분석 개요

  대상지 전면·이면 가로에서 각각의 가로환경에 대한 인지특성의 만족도

가 전반적인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바탕으로 전면가로 및 이면가로의 데이터를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다중상관제곱값(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은 내생변수가 그 내생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양을 의미한

다.26)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전면가로의 경우 표본 수 n은 88이며 

경로모형의 설명력은 약 30%를 나타내며, 이면가로의 경우 표본 수 n은 

102이며 경로모형의 설명력은 약 51%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

도 중 절대적합지수를 살펴보면 면가로와 이면가로에서의 주요 절대적합지수

(Normed χ2,RMSEA)는 수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구 분 전면가로 이면가로

표본수(n) 88 102

설명력

(다중상관제곱값,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0.297

(약 30%)

0.511

(약 51%)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t index)

Normed χ2(CMIN/DF)
(2 이하 양호)

1.874 1.72

RMSEA

(0.1 이하 수용)
0.1 0.084

표 16. 분석 개요

26) 우종필,『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2013.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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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화 경로계수 분석

그림 57. 전면가로 표본의 경로모형 분석 결과(Standardized Estimates)

  먼저 전면가로의 경우, 잠재변수간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 경로

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편리·안전성 요인의 경우 표준화 경로계수는 0.44로 나타났으며 유의확

률은 0.001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보행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연결·가독성 요인의 경우 표준화 경로계수는 0.22로 나타났으며 유의확

률은 0.103으로 보행만족도에 대한 연결·가독성 요인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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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이면가로 표본의 경로모형 분석 결과(Standardized Estimates)

  혼잡도 요인의 경우 표준화 경로계수는 -0.20으로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

으며 유의확률은 0.258로 보행만족도에 대한 혼잡도 요인의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력성 요인의 경우 표준화 경로계수는 0.13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은 

0.275로 보행만족도에 대한 매력성 요인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면가로의 경우 편리·안전성 요인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44로 나타났

으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편리·안전성 요인이 보행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결·가독성 요인의 경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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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계수는 0.18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은 0.036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보행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혼잡도 요인의 경우 표준화 경로계수는 -0.20으로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

으며 유의확률은 0.021로 혼잡도 요인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보행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매력성 요인의 경우 표준화 경로계수는 0.48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유의

확률은 0.049로 매력성 요인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보행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전면가로의 가로환경 인지

특성 요인 중에서 보행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편리·안전성 

요인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석은 전면가로의 경우 같은 

환경에 대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느낀 사람일수록 보행만족도가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면가로의 가로환경 인지특성 요인 중에서 보행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편리·안전성, 연결·가독성, 혼잡도, 매력성 모두 해당된다. 

특히 이면가로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매력성(0.48) → 편리·안전성(0.44) → 

혼잡도(-0.23) → 연결·가독성(0.18)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이면가로의 경우 네 개의 인지환경들이 만족

도에 영향을 주지만, 같은 환경에 대해 매력적으로 느낀 사람일수록 보행만

족도가 가장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전면가로 이면가로

표준화
경로계수
(회귀계수)

유의확률
(p)

표준화
경로계수
(회귀계수)

유의확률
(p)

보행

만족도

← 편리·안전성 0.44 (1) 0.001*** 0.44 (2) 0.000***

← 연결·가독성 0.22 0.103 0.18 (4) 0.036**

← 혼잡도 -0.20 0.258 -0.23 (3) 0.021**

← 매력성 0.13 0.275 0.48 (1) 0.049**

표 17. 전면·이면가로 모형에서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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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면 및 이면가로 각각의 환경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가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에 있었으며, 전면과 

이면가로에서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보행인지특성의 우선순위는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면가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인지특성은 편리·안전성만 해당하였다. 이는 같은 환경에 대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느낀 사람일수록 보행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을 의미한다.

   2)   이면가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인지특성의 순위는 매력성(0.48) → 편리·안전성(0.44) → 혼잡도

(-0.23) → 연결·가독성(0.18)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면가로의 경우 인지특성들이 모두 만족도에 영

향을 주지만, 같은 환경에 대해 매력적으로 느낀 사람일수록 보행만

족도가 가장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면가로의 경우 가로의 본원적 기능에 대한 1차적 인지특성인 편리안전

성이 보행자들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쾌적한 가로의 물리

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로인지특성과 가로의 보행

만족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면가로는 

보행자들에게 대상지의 대표적 상업가로로 인식되어 있고 목적지로 향하는 

주요 가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면가로에서의 보행활동 및 가로활성화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가로의 본원적 기능이 되는 물리적 환경 자체

에 대한 고려가 가로환경 관리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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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된 상업가로 및 전면가로의 대체 가로로서 인식되고 있는 이면가로의 

경우 보행의 즐거움 및 장소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2차적 인지 특성인 매력

성이 보행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때, 전면가로와 대비될 수 있는 

장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로환경 조성 및 관리의 바탕이 됨을 시사한다. 

  결국 이면가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경거리와 

사회적 활동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전면가로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가로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로의 본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특성인 

편리·안전성도 다음 순위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이면가로 역시 

보행이 편리하고 차량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진 물

리적 가로환경 조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표본들은 해당 가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들에 

해당하는데,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에는 이미 보행자의 자기선호도가 투영

된 것이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즉, 최단거리 보행 또는 단순한 목적보

행 등 표본에 대한 보행의 목적에 대한 부분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진다.



- 51 -

참 고 문 헌

남궁인, “신도시 중심상업지역내 보행환경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1999.

남궁지희 외, “가로환경 평가체계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25권 제11호, 2009.

박소현 외,  “근린주구 보행활성화를 위한 보행친화적 환경요소의 계량화 : 

주거지역의 보행친화도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국토연구원, 2006, 

p.15-17.

박소현 외, “주거지 보행환경 인지가 생활권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25권 제8호, 2009, 

pp.253-261.

박낙종 외, “문화공간의 상징적 소비와 의미에 관한 담론”, 한국관광학괴 학

술심포지엄 논문집, 2008.

서의훈,『SPSS 18.0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자유아카데미, 2010. 

pp.179-189.

신해미 외,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신도시 보행자 서비스 질 평가지표 개

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도시연구 10(1), 2009.

오성훈 외, 『보행도시:좋은 보행환경의 12가지 조건』,경기:건축도시공간연

구소, 2012.

오성훈 외,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도시설계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

소(auri), 2012.

우종필,『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2013. 

pp.16, 46-46, 361-366.

윤나영 외, “서울시 상업가로 보행량과  보행환경 요인의 관련성 실증 분

석”,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

이길용, “포천시의 도시 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52 -

이나영 외,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소비문화 경관”, 『한국사진지리학회

지』 22(3), 2012, pp.199-216.

이세연, “강남슈퍼블록 내 주거지의 상업업무 용도침투에 따른 전이영역특

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이승필 외, “도심재개발에 있어서 가로활성화 계획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

도시설계학회지, Vol7.no2. 2006, pp73-86.

이희연 외, 『고급통계분석론』, 문우사, 2013. pp.727-729.

임승빈,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보문당, 2007, p.28

임혜원, “서울시 상업가로의 보행환경 만족도 및 재방문의사 영향요인 분

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

조준범, “중소도시의 보행환경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8(2), 2007, pp.67-84.

주용진 외, “계층분석법을 이용한 웹 기반 GIS 보행환경측정 시스템 개발”,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19(1), 2011, pp.3-9.

지우석 외, 『보행환경 만족도 연구』, 경기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

구, 2008, pp.13.

최강림, “도시상업가로 보행환경의 현황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2008.

최이명 외, 『도시설계의 이해 - 제7강, 도시보행』,한국도시설계학회, 

2014, pp.144.

홍성조 외, “상업지역의 가로환경이 보행자의 구매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26권 제8호, 2010, 

pp.229-236.

Jane Jacobs,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1996, p.210.

Moudon, A.V. et al., 2003, Walking and Bicycling : An Evaluation of 

Environmental Audit Instrumen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18, n.1. 

Sue Weidemann & James R.Anderson, “A Conceptual framework for 

Residential Satisfaction”, Home Environment, 1985, pp.153-182.



- 53 -

부 록(설문지)



- 54 -



- 55 -



- 56 -



- 57 -

Abstract

An Effect of Street Environment on 
Pedestrian Satisfaction of Main & Side Street

 - Focused on Gangnam-Station Region

Kim, Jun-yeong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ser consciousness on the street environment affects the 

process of walking choice and the pedestrian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is deep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sense of 

place on streets and street vitalization. As the commercial street 

users seek to achieve the pleasure of space consumption as well as 

the purpose of purchase, the user consciousness on street environment 

is important. 

  If this type of commercial street spills over from main to side 

street, walking activities in the side streets are vitalized and the 

scope of consciousness in commercial area broadens. Generally side 

streets have different features in the organization of street 

environment such as smaller scale than that of main street. As a 

result, it leads to the differences in consciousness environment. In 

terms of stimulations and reactions to space consumption and 

environment of commercial streets, the satisfaction of 



- 58 -

consciousness characteristics of walking environment affects 

walking choice and street vitaliz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user consciousness on the environment of main and side 

streets affects the walking satisfaction. This study collected data 

of consciousness characteristics of walking street in the east 

blocks of Gangnam Stations that best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main and side streets in commercial area. 

  As a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convenience 

and safety were the only consciousness characteristics that affect 

walking satisfaction in main streets. All consciousness 

characteristics affect walking satisfactions in side streets. The 

order follows: Attractiveness (0.48) → convenience and safety 

(0.44) → crowdedness (-0.23) → connection and legibility (0.18).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on the actual examination of 

differences in consciousness characteristics that affect walking 

satisfaction in main and side streets in commercial area. 

Moreover, for sustainable vitalization of main and side streets in 

commercial area, the main street needs creation of pleasant 

physical environment that affects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streets and the side street needs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the street environment that focus on the creation of attractive 

sense of place and pleasure of walking. 

Key Word : Main Street, Side Street, Walking Environment, 

Consciousness on Street Environment, Pedestrian Environment 

Satisfaction, Street Vitaliz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ent Number : 2013-2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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