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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화 시대 속에서 국가 간 영역을 벗어나 세계도시들 간의 경쟁
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서울은 풍부
한 도시자원을 기반으로 세계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외래 관광
객의 관광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화 된 시장 속에서 세계
도시로의 서울을 국지적인 관점이 아닌 글로벌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가 있으며, 문화론적 관점을 넘어서 내국인과 차별적인 외국인의 서울의 
장소이미지에 대한 인식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내국인의 인식을 참조로 외국인의 서울 방문 장소에 대
한 이미지 인식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며, 장소의 이미지
향상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에게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서울’과 ‘현대적인 서울’을 대표하는 인사동과 강남역 일대를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내외국인이 인지하는 장소이미지에 대한 특징적 차이점을 실
증적으로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내국인은 두 장소에 대해 학습적으로 인지된 전통성과 현대성
이라는 이미지를 높게 인식하는 반면, 외국인은 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재미’라는 이미지로 일관되게 인지한다. 또한 장소에 대한 만족도와 재방
문의사가 높은 외국인 집단에서 두 장소의 ‘재밌는’ 이미지에 대한 인식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국인의 인식과 큰 특징적 차이를 보인다. 
     둘째,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장소이미지를 형성하는 장소 구성요인의 
차이가 나타났다. 내국인은 경관요소, 물리적 시설을 통해 장소이미지를 
결정한다면, 외국인은 사람구경이나 인적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적 
요소들을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는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셋째, 장소를 ‘재밌는’ 이미지로 인지하는데 있어 외국인이 인식하
는 장소의 매력요소가 내국인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외국인은 인사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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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식’, ‘거리에서 물건 파는 상인들’과 같은 요소와 강남역 일대
의 ‘거리의 개성있고 특이한 사람들’, ‘거리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장소를 재밌는 이미지로 인식한다. 이러한 특징은 물리적으로 형성
되거나 계획되지 않았지만 길거리의 사람구경, 소비활동, 체험, 사람과의 
접촉 등이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장소의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내외국인의 장소이미지 형성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여 형성요인이 되는 물리적·비 물리적 구성요소 간의 상호 영향관계와 
장소에 대해 형성된 이미지가 만족도에도 높은 영향을 미치는 인과구조
적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서울의 장소이미지 형
성에 있어 내국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비 물리적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
하며, 지속적으로 장소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장소이
미지 형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서울의 전통적·현대적 장소이미지에 대하여 글로벌한 관
점에서 내국인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외국인의 특징적 인식차이를 실증
적으로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도시설계 및 계획 시 
지역의 기능이나 가치를 문화론적인 관점에서의 정형화 된 전통적·현대
적인 이미지로만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내외국인에게 ‘재미’를 줄 수 있
는 장소로 구성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인 방문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외국인의 인식차이를 반영하여 
물리적 요소와 더불어 지역의 활동이나 인적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비 물
리적 요소에 대한 다각적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장소이미지, 장소이미지 형성구조, 인식차이, 구조방정식  
학  번 : 2012-2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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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세계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국가 간 영역을 벗어나 세계도시들 간
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전
세계화 된 시장 속에서 아시아의 다이나믹한 국가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역시 세계도시로의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다.1) 인구천만의 
도시, 첨단기술, 디지털문화, 풍부한 역사자원 등은 서울이 600년 고도
이자 세계도시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서울의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은 도시관광에 대한 외래 관
광객의 수요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한류문화’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의 비중이 82.5%2)로 관광수요
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서울에 역사적 자원뿐만 아니라 
쇼핑시설, 야간․유흥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요소
들이 공존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중요한 매력요소로 작용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울의 장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도시자원
들은 외국인 방문객에게 서울에 대한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며 방
문에 대한 만족도와 재방문의사와 같은 관광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정규엽․김한선, 2009; 현용호․한상현, 2005; 엄서호, 1998). 관광은 
특히 이미지에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므로 관광학 분야에서는 관광
지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장소이미지 혹은 장소성을 중요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1)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Global Power City Index) 평가결과, 세계6위 차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 2013) ; 글로벌 트래블러 어워드에서 ‘2013 최고
의 MICE(국제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도시’로 선정
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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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지역이 가지는 장소성이 뚜렷할수록 그 장소의 부가가치
와 잠재력이 증가하고 장소 방문객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관광 또한 관광지의 이미지가 관광객의 만족도, 재방문의사, 충성도, 
선호도와 같은 관광행동에 영향을 주고 실제 방문객의 관광지 선택에 
있어 주요한 고려요소로 밝혀진 바 있다(Woodside & Lysonski, 1989; 
LaPage & Cormier, 1977; Boulding, 1956). 
     그러나 서울이 세계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서울을 내국인의 문화론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오늘
날 세계도시 간 경쟁 속에서 뚜렷한 도시이미지 제고와 도시브랜드의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서울의 방문 장소에 대한 국지적 관점인 내국인
이 가지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 외국인 방문객이 인
지하는 이미지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의 뚜렷
한 장소이미지는 하나의 도시이미지 형성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장소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서 내외국인 방문객으로 하여금 다른 도시와 차
별되는 장소적 의미의 체험을 극대화시켜 지속적인 장소 방문을 유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의 장소이미지 형성요인을 
밝히고 장소의 소비주체가 되는 내외국인 방문객의 장소이미지에 대
한 인식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서
울의 장소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내국인의 관점을 참조
로 두 집단의 방문 장소에 대한 이미지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하며, 장소의 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외국인만이 인지하는 장소이미지가 아닌 내
국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연구함으로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관점과는 다르게 서울의 전통적인 장소와 현대적
인 장소를 바라보는 인지구조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세부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서울을 대표하는 장소 중 내외국인의 방문비율
이 높고 서울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대표하는 두 지역을 선정하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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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두 지역에 대한 내외국인 방문객의 장소이미지에 대한 인식차이를 
밝히고 셋째, 장소이미지와 장소 구성요소, 장소에 대한 만족도 간의 
인과 구조적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2. 연구의 범위 

외국인의 관점에서 서울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는 다양할 수 있
지만, 공통적으로 가지는 보편적인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풍부한 역사자원을 가진 ‘전통적인 서울’과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룬 도시이자 현대 한류문화의 중심이 되는 ‘현대적인 서울’ 두 가지
로 대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여러 관광 장소 중
에서도 외국인 방문객의 보편적 시각을 고려하여, 전통적이고 현대적
으로 대표되는 두 장소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고 외국인이 인지하는 
내국인과 구별되는 장소이미지를 분석, 두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대표하는 
장소 중에서 내외국인 방문 비율이 높은 인사동과 강남역 일대로 선
정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크게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부분과 실증분
석으로 이루어진다.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은 도시설계 및 계획학에서 
다루는 장소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의 이미지에 대한 조
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학에서 다루는 관광지 이미지에 관한 내용
을 이론고찰을 통해 내용적 범위에 포함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사례 
지역 관련한 선행연구와 현황조사를 통해 장소이미지를 형성하는 요
소를 도출하고 실제 내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소에 대한 이미지
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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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문헌고찰을 통하여 장소이미지와 
장소성의 개념 및 형성구조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내국인 방문객뿐
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의 관점에서 인지하는 방문 장소의 이미지를 
측정하고자 ‘관광지 이미지 형성이론’과 ‘관광객 행동이론’에 관한 내
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장소이미지를 정립하는 데 있어 구조적 차이
를 연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는 장소이미지 형성구조와 관광지이미지 
형성구조에 관련한 실증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방문객 집단의 특성별
장소이미지 인식차이에 관한 실증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두 사례지에 대한 현황분
석과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장소를 구성하는 환경요소와 이미지 항목
을 도출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두 지역에서 사전 예비조사를 통
해 처음 구성하였던 항목에 대하여 수정과정을 거친 후 최종 설문항
목을 도출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주중과 주말, 장소를 방문한 내외국
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첫째, 통계적 분석방법
을 통해 장소 구성요소와 장소이미지에 대한 내외국인 집단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특히, 방문 만족도가 높은 내외국인 집단이 인지
하는 장소이미지와 구성요소에 대한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통계적 분석결과만을 가지고 장소이미지 인식이라는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적 분석을 
실시하여 양적 분석내용과 비교 및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소이미
지 형성과정의 인과 구조적 차이를 알아보고자 이론적 내용과 실증분
석 내용을 토대로 구조모형을 설정한 후, 내외국인이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를 인지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
정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
였다.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그림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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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론적 배경
장소이미지 관련이론 관광지 이미지 관련이론

⦁ 장소이미지 개념 및 형성구조 ⦁ 관광지 이미지 형성이론
⦁ 장소성 개념 및 형성구조 ⦁ 관광객 행동이론

선행연구
(실증연구)

장소이미지 형성구조 관광지 이미지 형성구조
집단별 이미지 인식차이
⇓

실증 분석 

설문조사 설계 선행연구 고찰  대상지 현황분석
설문항목 및 변수 설정

데이터 획득 예비조사 항목 수정 및 보완
본 설문조사

⇙ ⇘
분석내용 분석방법 분석내용 분석방법

내외국인의 
장소구성요소와 

장소이미지 
인식차이

양적분석
T검정

내외국인의
장소이미지

형성구조 차이

구
조
방
정
식 
모
형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기초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질적분석 여행블로그
내용 분석

신뢰도 및 적합도 검사
구조모형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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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내외국인의 관점에서 방문 장소에 대한 장소이미지 형성구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장소이미지와 장소성 관련 이론고찰을 통해 
개념과 형성구조를 파악하고, 관광학에서 다루는 관광지이미지 형성이
론과 관광객 행동이론 고찰을 통해 외국인의 관점에서 관광의 목적으
로 장소를 방문 했을 시 방문 장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
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소이미지 관련 이론

(1)　장소이미지의 개념 및 형성이론

     Boulding(1961)은 ‘이미지’를 경험, 태도, 기억이나 직접적 감각의 
산물인 심리적 그림이며, 이는 정보를 해석하고, 행동에 방향을 제시하
는 것으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장소이미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사
람들의 주관적 마음의 세계 및 경험의 종합적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Relph(1976)는 ‘장소의 이미지’가 개인 혹은 집단의 경험 및 그들의 장
소에 대한 의도와 연관된 모든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도가 특정
적이거나 집중된 경우에 그러한 이미지가 협소하거나 편향되었다고 생
각될 수 있으나 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완전하고 그 장소의 실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은 특정장소에 
대해 각각 독특한 이미지를 갖는데, 이는 각 개인이 장소를 다른 시공간
적 계기를 통해 경험하는 이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장소에 개성, 
기억, 감정, 의도를 나름의 방식대로 조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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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htner & Ritchie(1991)는 장소이미지가 기능적 이미지, 심리적 
이미지, 두 요소의 연속선상에 형성되는 혼합된 이미지로 구성된다고 주
장하며, 기능적 이미지는 경관, 수용시설, 가격수준 같은 유형적이고 측
정 가능한 ‘인지요소’이고 심리적 이미지는 분위기, 우호성과 같은 추상
적이고 무형적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혼합 이미지는 이 
두 가지 이미지 구성요소들의 특성이 혼재된 속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인간이 물리적 환경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실체를 파악하고, 
그 의미가 전달되어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데에는 일련의 과정이 
발생한다. 즉, 대상을 지각(perceive)하고 일련의 인지(cognition)과정
을 거쳐 이미지를 형성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그림2-1>인데, 장소이
미지 형성이론에서는 형성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관
찰자가 환경을 대상으로 보게 될 때 그 대상은 관찰자에게 물리적인 작
용을 가하게 되고, 이에 관찰자는 수동적으로 자극을 받아 반응하는 관
계를 맺는다. 이 단계가 시각작용(visual operation)이며, 이때 관찰자
의 반응은 다음단계인 지각작용(perception)으로 이어져 하나의 인식을 
얻게 되고 이것을 인지과정이라고 한다. 최종적으로 인지과정을 통해 
관찰자는 대상에 따른 실체의 파악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장소이미지 형성과정에 대하여 Bruner(1991)는 장소이미지가 기
대단계, 투입단계, 검토단계 세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먼
저, 기대단계의 이미지는 방문하기 전 정보나 경험 등에 의해 형성된 이
미지를 말하며, 투입단계의 이미지는 환경의 자극에 직접 노출됨으로서 
감각작용을 통해 반응을 보이고, 느낌이 총체적으로 대상에 대한 인상
으로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검토단계의 이미지는 기대
단계와 투입단계에서 자극된 이미지간의 부합정도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를 걸친 최종적 이미지로, 기대된 이미지보다 자극된 이미지가 크
면 그 장소의 이미지가 강화되고 즐거움이나 만족도가 커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8 -

     장소이미지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인간이 물리적 
환경을 접촉하고 경험하면서 수동적으로 환경의 자극에 대해 지각과인
지과정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느낌에 의한 인상이 남게 되며, 이는 개
인의 내적인 검토과정을 따라 최종적으로 장소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
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장소의 이미지는 관찰자의 장소에 대한 만
족도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2-1. 장소이미지 형성과정 (이주호 외, 2009. 재인용)>

(2)　장소성의 개념 및 형성구조

장소성은 장소의 본질이라고도 설명되며 구체적으로 장소의 분
위기, 장소에 대한 느낌, 장소의 의미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인간이 
장소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타나는 물리적 환경
에 대한 의식 또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성은 다른 장
소와 구별되는 특유의 분위기와 장소가 지닌 정체성 및 특성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을 권윤구(2013)는 장소에 대한 지
각, 행태 등의 심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비 물리적 공간으로 정의하
였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이미지’는 관찰자에게 강한 이미지를 부여하
는 물리적 사물의 식별성 또는 가시성과 같은 성질과 같으며, 이는 인
간 환경의 전체적 패턴에 대한 이해와 식별성을 높이는 데 관계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장소의 관찰자와 그 환경사이에 성립된 쌍방
적 과정 사이에서 직접적 경험에 의한 장소에 대한 느낌을 통해 장소
성은 형성된다(홍성희 외, 2011; 임승빈, 2009; Tuan, 1977; Lynch,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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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설계분야에서는 환경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장
소성이 어떻게 형성되게 되는지, 그 요인과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어져 왔다. 정성적 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한 정량적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론적 고찰부분에서는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
한 정성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Relph(1976)는 고정된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 그리고 장소의 혼(Genius Loci) 네 가지 요인에 의
한 장소성의 형성구조를 제안하였다. 장소성 형성에서 이 요인들의 상
호관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명확하게 각 요인들을 구분하여 
고려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임을 언급하였다. Steele(1981)은 장
소성의 형성요소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요소로서 물
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간의 심리학적 요인이 더해져서 장
소성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장소성이 어떠한 요소에 의해 형성되는지
를 이해하면 장소에서의 더욱 좋은 경험과 의미있는 영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소를 경험하는 인간의 만족도를 높이는 장소
로 형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는 이석환(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인간을 둘러싼 소환경(setting)은 그 땅이 지닌 독특한 분위기, 물리
적 특성,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기능, 이미 부여된 의미와 가치
를 지니고 있으며, 장소성은 인간이 자신만의 접촉방식(개인적 국면)
과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의 공유된 접촉방식(집단적 국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소환경을 접하게 됨으로서 실존적 경험을 통해 성립되
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연구를 종합하여 장소성이 형성되는 구조를 정리해
보면, 공간적 단위인 환경(setting)은 본래의 물리적 특성, 사회적 특
성 또는 그 안의 기능이나 활동, 의미와 같은 상징적인 특성을 포함하
고 있고, 여기에 인간이 그 환경 속에서 상호교류하며 접촉함으로서 
심리학적 요인이 반영되게 되고 장소의 혼을 부여하여 장소성이 형성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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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지 이미지 관련 이론

(1) 관광지 이미지 

관광분야에서도 이미지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높다. 관광지 이
미지는 어떤 장소나 목적지에 대한 일련의 반응, 생각, 인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객으로부터 어떠한 관광목적지를 
방문할 것인지 선택하는데 있어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광산
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양승용, 2008; 조정숙‧
김남조, 2002; Embacher & Buttle, 1989; Crompton, 1979). 따라서 관광
지 이미지 창출과 관리는 관광목적지의 마케팅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
루는 데 있어 중요한 활동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관광목적지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관광지 이미지를 주로 인지적 ․ 정서적 이미지
로 구분하는데, 인지적 이미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적 평가이며, 
정서적 이미지는 개인의 느낌 또는 감정을 의미한다. 현용호 외
(2007)는 관광지 이미지를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지
적 요소들과 감정적 요소들의 평가결과를 통해 형성되는 전체적인 이
미지로 정의하였다. 또한 관광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에 관하여 인
지적 요소를 관광지 특성에 대한 믿음이나 지식에 관련된 평가, 정서
적 요소는 그 관광지에 대한 느낌이나 기분과 관련된 평가로 두 가지
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관광지 이미지 측정 시 인지적 이미지
의 측정변수로는 사회적 기회, 매력물, 자연적․문화적 경관, 숙박 및 
교통시설, 기반시설, 야간관광, 쇼핑시설, 여행 경비 등이 있으며, 정
서적 이미지의 측정 변수로는 ‘아름다움’, ‘재미있는’, ‘우수한’, ‘다양한
-단조로운’, ‘폐쇄된-개방된’ 등의 변수들이 사용된다(현용호 외, 
2007; Crompton, 1991; Embacher & Buttl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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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지 이미지 형성이론 
     관광지 이미지 형성이론은 Gunn(1972)이 처음으로 고안하였으
며 그 후 ‘유기적 이미지와 유인적 이미지에 의한 관광지 이미지 형성
과정’과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에 의한 관광지 이미지 형성
과정’의 두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 이론은 관광지 이미지가 관광객이 갖고 있는 인지적 요
소들과 감정적 요소들의 평가 결과로서 형성되는 전체적인 이미지라
는 주장이며, 이 이론을 바탕으로 각 이미지 구성요소들 간의 영향관
계를 밝히려는 연구들(현용호‧한상현, 2005; Baloglu & McCleary, 
1999; Stern & Krakover, 1993; Gartner & Hunt, 1987)이 관광지 이
미지 형성이론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선행되어진 연구들(Gartner, 
1993; Stern & Krakover, 1993; Lynch, 1960)은 관광지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 요소(인지‧지각적 구성요소)가 
정서적 요소(감정‧평가적 구성요소)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대상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기인한 소비자의 평가적인 반응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즉, 두 요소의 차원이 각각 구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하며, 두 요소들의 결합은 소비자의 제
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평가로서 긍정 혹은 부정이라는 관광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3) 

(3) 관광객 행동이론과 소비자 행동론 

     관광객이 가지는 방문 목적지 이미지의 중요성은 개인의 주관적 
인지, 행동, 목적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언급되어 왔
다. 해외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면, Gartner(1993)는 관광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바탕으로 감정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는 관광지 선택

3) 현용호(2007)에서 관광지 이미지 형성이론에 관한 내용 재인용. 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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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광의사 결정과정 연구에 있
어 Goodall(1991)은 관광목적지의 평가 및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광지 이미지를 지칭하며, 관광의사 결정과정을 동기
→이미지→평가→결정→관광경험→만족과 같은 일련의 단계적 과정으
로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는 장호찬․라선아(2011)가 관광객의 행동이 
서비스 관련 상품의 소비자 행동과 유사한 점을 강조하며 공통적인 영
역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관광객 행동이론이 ‘소비자 
행동이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광행위가 일반적으로 이성에 근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의 이론들이 일부 관광객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객의 인지적 공간행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
비자 행동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 행동은 제품을 탐색, 평
가, 획득, 사용 또는 처분할 때 일어나는 개인의 의사결정과정과 신체
적 활동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소비자의 공간선택행위와도 연관되어 
인지적 공간행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학식․안광호(1992)는 소비자가 
물리적 환경의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즉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이
미지를 가지는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고 선호구조를 형성하
며, 최종적으로 공간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이 ‘인지적 공간행동’이라고 
하였다. 소비자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인지적 공간행동은 관광
객의 관광지 선택행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Woodside and 
Lysonski(1989)의 관광목적지 선택모델은 관광객이 고려하고 있는 
대상지나 선택된 목적지에 대한 감정적 요소와 선호도 형성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관광지 이미지 형성이론과 관광객 행동이론을 종합해보면, 관광
지 이미지는 관광목적지의 인지‧지각적 구성요소로부터 인지적 이미지
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느낌‧감정적 평가를 통해 정
서적 이미지로 발전하게 되며, 이것이 최종적으로 소비자 행동과 유사
하게 관광지에 대한 만족 또는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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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1) 장소이미지와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실증연구 
 

     장소이미지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주호 외(2009)
가 장소이미지 형성이론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장소이미지 형성의 구
성요소를 기능적 이미지와 감정적 이미지로 구분하여 경로모형을 분
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기능적 이미지는 감정적 이미지에 직접효과를 
가지고, 장소의 방문만족에는 감정적 이미지와 체험가치를 매개로 간
접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밝혔다. 기능적 이미지는 관광지가 가지는 
매력물, 자연‧문화적 경관, 숙박 및 교통시설, 기반시설, 음식, 친절한 
사람, 다양한 활동 등 경관이나 편의시설과 연관된 변수를 사용하였으
며, 감정적 이미지는 친근한, 재밌는, 흥미로운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곽병호(2011)는 장소마케팅 요인이 장소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장소이미지가 방문 만족과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경로모형은 <그림2-2>과 같으며, 장
소이미지가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감정적 
이미지와 기능적 이미지가 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으며, 감정적 이미지가 기능적 이미지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재방문의사에서도 감정적 이미지
가 기능적 이미지보다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2. 장소이미지 형성구조 (곽병호, 2011)>



- 14 -

다음으로 장소성 형성구조를 밝힌 실증연구들은 주로 국내의 사
례대상지를 선정하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환경요인들이 장소성 형성과 더 나아
가 방문용의성에 어떠한 구조적 영향관계를 갖는지 밝혀냈다. 
     장소성 형성요인들은 대상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그 지역
의 특징적인 요소나 현황을 파악하여 장소성 형성요소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것이다. 인사동과 대학로 지역을 대상으로 물
리적요인, 사회․문화적요인, 체험적 요인이 장소성과 방문용의성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권윤구, 2013), 홍대지역 장소의 정체성을 형
성하는 장소 구성요소들을 물리적 요인, 활동적 요인, 인적 요인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요인이 어떠한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장소정체성과 장소애착, 장소의 의미 간의 영향관계를 구조적으로 밝
힌 연구(이남휘․최창규, 2011)가 있다. 또한 동해안 일대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장소성의 구성요인을 상징․정서, 역사․유적, 사람․활동, 자연
환경, 사회․경제, 관광․위락 요소로 밝혀내고 관광객의 방문특성에 따
른 장소성의 인식차이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 관광객의 방문특
성이 되는 접촉시간과 상호작용이 관광지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과정
에 조절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심원섭․이인재, 2008). 
관련 연구들에서 추출한 장소성 형성요인들을 종합해보면 건축적 특징
이나 가로의 경관적 특성과 같은 물리적 요인과 경험․체험 이벤트, 인적
요소 등과 같은 비 물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로 이러한 요
인들과 장소성과의 구조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3. 장소성 형성구조 (권윤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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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지 이미지 형성구조에 관한 실증연구

     해외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이루어진 관광지이미지 형성구조에 관
한 연구는 먼저, Baloglu & McCleary(1999)가 지역의 전체 이미지 
형성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 정보원천의 양, 유형, 개인의 연령, 교육
수준, 사회 심리적 동기를 독립변수,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
를 매개변수, 관광지 전체 이미지를 종속변수로 두고 관광지 이미지 
형성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는 정서적 이
미지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보의 원천과 관련한 변수는 인지적 
이미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으며, 총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정서적 이미지가 인지적 이미지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인지적 이미지는 정서적 이미지를 매개변수로 전체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가 나타났다. Beerli & 
Martin(2004)은 후에 Lanzarote 관광지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Baloglu 
& McCleary(1999)의 관광지이미지 형성구조를 실증적으로 밝혔다.

<그림2-4. 관광지 이미지 형성모델 (Beerli & Martin, 2004)>

     또한 Alcaniz, Garcia & Blas(2009)는 관광목적지 이미지에 대
하여 인지적 관점에서의 기능적 이미지와 심리적 이미지, 그리고 이 
두 이미지의 혼합된 이미지가 장소에 대한 전체 이미지와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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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능적 이미지는 전체 이미지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주지만 추
천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심리적 
이미지는 전체이미지와 추천의도에 영향을 주지만 재방문의사에는 영
향을 주지 않는 구조적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혼합된 이미지가 재방
문의사와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아, 인
지적 관점에서의 이미지만이 아닌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정적 이
미지에 대한 관계가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림2-5. 관광지 이미지 형성구조 (Alcaniz, Garcia & Blas, 2009)>

3) 집단별 이미지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외국인 집단별 이미지 인식차이
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선행된 국내의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해외의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방문 집단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인지하는 관광지 이미지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MacKay & 
Fesenmaier(2000)연구가 있다. MacKay & Fesenmaier(2000)은 관
광목적지의 이미지를 대만인과 미국인에게 사진을 보고 각각 평가하
도록 하여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인지하는 관광
지 이미지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관광지 이미지에 대한 다차원분석(MDS)결과를 통해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 중 하나의 예로 ‘산’이라는 자연요소에 대해 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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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부드러운(smoothness)’이미지 척도가 1차원에서 나타나는 반
면, 대만인은 2차, 3차원에 존재하여 환경요소에 대한 이미지 해석에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자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특정 관
광목적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관심 혹은 배타는 각 집단이 관광지의 
이미지를 인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관광지의 홍보
를 위해서는 집단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국내에서는 차동성(2011)이 북촌한옥마을에 대한 내외국인의 이
미지 인식차이를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국
인의 경우 경관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편의시설과 한옥에 
대한 예술적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외국인은 반대로 한옥
이미지와 시설이미지는 높게 인지하는 반면 경관이미지를 낮게 평가
하여 내외국인의 인식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장소이미
지와 영향요인간의 단편적인 인과관계만을 분석하였으며, 내외국인의 
이미지 형성의 구조적 차이는 밝히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한편, 최근 장소성 관련 연구들에서도 세분화된 집단별 장소 이
용특성과 장소 인지 특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문동기, 방문횟수, 주 이용시설, 거주지로부터 대상지까지의 거리 
등과 같은 이용특성을 고려한 집단 구분을 통해 집단별 장소성 인식
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강도원․최창규, 2012) 구조 모형
을 사용하여 형성요인과 그 효과를 집단별로 구조화하여 분석하였다. 
한순희(2004)는 장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 및 
여가공간으로서의 이용객과 직업공간으로서의 이용객으로 두 집단을 
나누어 인사동에 대하여 느끼는 이미지와 장소성 형성요소에 대한 인
식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물리적 요소에 대하여 집단 간 차이
가 발생함을 밝혔으며, 직업 종사자 집단이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인사동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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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 되어진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마케팅적 
관점에서 장소의 이미지가 방문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
하며,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환경요인이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조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은 실증연구의 대상이 내국
인 방문객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강도원․최창규(2012)
는 장소성의 형성구조와 관련한 연구들의 결과를 일반적으로 모두 동
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며, 세분화된 방문객 집단의 특성에 따른 장
소성 인식 여부와 형성구조의 차이를 규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혜미․이충기(2012)는 장소와 관련한 연구내용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이 인식하는 장소정체성의 차이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지에도 불구하고 국
내에서 내외국인의 장소이미지 인식과 형성구조의 차이에 대하여 실
증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의 차별성과 매력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소이미지를 강화
함으로서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유도하고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
해서는 먼저 장소를 방문하고 소비하는 집단의 인식조사를 통해 그 
특성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는 차별적으로, 가장 큰 특징적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
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장소이미지 인식 차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외국
인 방문객의 경우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
고 장소이미지가 형성되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19 -

Ⅲ. 실증분석의 개요 
   

1. 연구대상지 개요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서울을 방문한 외
국인이 방문 장소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미
지는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외국인 방문객의 인식구
조이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지는 보편적인 이미지는 오랜 역사의 ‘전통적인 
서울’과 급속도의 경제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도시이자 한류문
화의 중심지인 ‘현대의 서울’ 두 가지로 대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특징적 장소성을 지니는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외국인의 
보편적 인식인 ‘전통성’, ‘현대성’으로 대표되는 서울의 장소를 사례지
로 설정하여 두개의 대상지에서 외국인이 가지는 내국인과 구별되는 
장소이미지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두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지의 선정기준은 첫째, 서울시를 대표하는 지역이며 내외국인
의 방문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였고 둘째, 전통성과 현대성 이미지
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두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1) 대상지 선정 

이러한 선정기준 하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장소 중 전통성으로 
대표되는 인사동 지역과 현대적인 장소로 대표되는 강남역 일대를 사
례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두 지역은 내외국인의 방문비율이 높은 대표지역으로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인사동 지역의 경우 외래 관
광객 방문비율이 30.4%로 서울 주요방문지 중 5위를 차지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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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일대는 최근 ‘강남스타일’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수요가 급격하
게 증가하면서 외래관광객 비율이 22.9%로 서울의 주요방문지 중 6
위를 점하는 신흥관광지로 부상5)하였으며, 내국인의 일일유동인구가 
20만명에 달하여 내외국인의 방문비율이 높은 장소이다. 
     또한, 두 지역은 각각 전통성과 현대성을 대표하는 곳으로 인사
동 지역은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요소를 다양하게 지닌 지역이
며 한국의 전통중심지로 소개되는 곳이다(권윤구 외, 2011; Robinson 
& Zahorchak, 2009). 반면 강남역 일대는 서울의 주요 역세권 지역
이며 대중교통 결절점으로 독자적 장소성을 형성하고 전형적인 현대 
도시경관의 특성을 지니는 지역(박재홍․김철홍, 2012; 권윤구 외, 2011)
으로 현대성을 대표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2) 인사동 지역의 개요 

(1) 지역현황 

인사동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에서 
관훈동 북쪽의 안국동 사거리까지의 인사동 길을 중심으로 공평빌딩
에서 낙원상가까지 약 375m를 지역을 포함하며, 2002년 4월 서울시 
제1호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6)  

인사동 지역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자원들이 분포되어 있는
데 대표적으로 원각사지 10층석탑, 원각사비, 우정총국, 운현궁, 탑골
공원 등이 있다. 인사동의 용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통문화 관련업
종과 일반상업 및 기타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필방·표구사와 같
은 고미술관련업소, 전통찻집, 문화관광상품점, 문예관련 학원 등이 
있으며 전통문화 관련업종은 전체 용도의 50.8%정도를 차지한다.7) 

4) 유동인구는 평일 약5만명, 주말 약7만명으로 추산(조정숙․김남조, 2002)
5) ‘서울 온 外國관광객, 닷새 머물며 245만원 지출’, 조선일보, 2014.01.24. 기사인용
6) 2002년, 문화예술진흥법 및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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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의류·잡화, 화장품 등과 같은 일반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
시설, 위락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다.  
     그 외 특징적인 요소들로서는 한국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인사동 
내의 작은 골목길, 한옥, 한글로만 써진 옥외시설물, 차 없는 거리와 
같은 건축적 특징요소들이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인사전통문화축제, 
한국 전통예술공연, 문화상품특별전, 전통문화장터 등과 같은 이벤트
와 볼거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2) 인사동 지역의 장소성

인사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당시 관인방과 대사동을 합하여 
부르기 시작하면서 유래된 이름이다. 이 지역의 장소성이 형성되는 역
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인사동은 지정학적으로 서울의 4대문 중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으로부터의 길이 만나는 도성안의 한복판에 위
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이 지역은 장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번화한 거리로 상업중심지이자 예전부터 풍류를 즐기려던 시
인, 문인, 예술가들이 모여 살던 서울의 대표적 고급주택지이기도 했
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인 골동품상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서 오늘날 인사동의 골동품을 비롯한 고미술점들이 입지하게 되었다. 
또한 일제의 압력에 의해 몰락한 조선시대의 양반가가 경제활동을 위
해 골동품들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인사동에 골동품상들이 모이게 되
었다(김지혜, 2012; 권윤구 외, 2011; 지은희, 2011; 서울시정개발연
구원, 2005). 이후에 골동품점, 필방, 표구사 등 전통문화업소들이 밀
집되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전통문화’로 특화된 지역으로 장소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 전통문화업소들
이 감소하고 일반상업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원래 인사동의 역사
성과 고유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7) 인사동 용도 분포현황, 한순희(2004) 재인용,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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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동 지역의 장소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사동 지역이 최근에 역사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나친 상업화로 인하여 인사동의 전통성과 예술성이 
상실되고 결국 방문객이 인사동 지역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와 상이하
게 되어 인사동 고유의 장소가치와 잠재력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조정숙·김남조, 2002).

3) 강남역 일대의 개요 

(1) 지역현황 

강남역 일대는 강남역으로부터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동쪽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쪽은 서초
구 서초동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남역 일대
를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강남대로변의 일반상업
지구와 역삼동과 서초동쪽의 이면도로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포함
하는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강남대로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이면도로변
은 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용도지구 상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중심상업지역의 상징적 가로로서의 미관
을 유지․관리하고 있다.8) 이 지역의 용도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
대로변에는 건물의 상층부에는 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미
용관련 병원들과 유학원, 어학원 등이 분포하고 하층부는 은행, 대형 
브랜드 의류매장, 식․음료시설, 유흥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곳곳의 영화관, 복합쇼핑몰, 교보타워 대형서점 등의 대형집객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그 이면도로변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주로 주택을 
상가점포로 개조한 음식점, 카페, 노래방, 주점 등 요식업소들이 밀집

8) 중심지 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1조(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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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대로변 상권과는 다르게 의류매장과 같은 판매시설보다 여가
문화를 위한 유흥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강남역 일대는 대중교통 
결절지역으로서 일일유동인구 수가 17만명에서 20만명 정도이다.9) 종합
하면 강남역 일대는 유흥과 음식관련 업종이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병원, 패션관련 업종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2) 강남역 일대의 장소성 

강남역 일대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강북지역의 기존 도심지역의 과도한 집중과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한 신개발정책에 의해 개발되었다. 강남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고
자 강북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상업 및 유흥시설들을 허용하고 강북지
역의 교육시설들을 이전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강남지역은 70년대 초 
주거지역의 성격을 띄었다(서나경, 2007). 70년대 후반 공동주택개발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단독주택위주
였던 지역이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 필요
한 근린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점차 주거기능과 근린상업, 복합
상업기능이 몰려있는 신흥중산층 주거지역으로서 발전하게 된다. 80
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주거기능은 줄어들고 상업 및 업무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업무중심지로서의 성격을 띄게 되었는데,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강남역 북쪽을 중심으로 유흥시설이 확대되면서 업무
중심보다 상업중심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이진태, 2002). 
     최근에는 2009년 초 이루어진 강남구 미디어 특화거리 조성사업
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지제한 완화 고시 개
정을 통해 대형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되었다. 이에 강남대로변은 ‘디지털미디어 특화거리’로 조성되어 국내
의 대표적인 옥상광고 밀집지가 되었고 ‘한국판 타임스퀘어’의 성격을 

9) 서울메트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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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게 되었다.10) 또한 ‘강남스타일’을 비롯한 한류문화영향으로 인해 
외래 관광객의 방문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광객유치 확대를 위
해 M-stage 공연무대, 관광안내판 설치, 강남투어버스 운행을 실시하
고있으며 거리문화공연, 강남페스티벌 등 여러 축제와 이벤트들을 조
성하여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즐길 거리와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11)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90년대 후반 단순히 상업․업무 중심지
였던 강남역 일대가 현재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홍대, 이태원을 넘어
서는 문화적 트렌드인 ‘핫 플레이스’로서 인식되고 있다.
     강남역 일대에 관한 장소성 연구로서는 박재홍․김철홍(2012)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의 55% 이상이 강남역이 강남을 대표하는 
정체성 있는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10대와 30대가 
강남역 장소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강남역이 서울
의 업무중심지이자 10대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밝
혔다. 따라서 강남역 일대가 가지는 장소성은 내국인에게는 보편적으
로 업무, 상업,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크게 부각되며 외국인에게는 상
징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설문조사 개요 

1) 설문목적 및 방법

(1) 설문목적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두 장소를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내외국인 
방문객이 해당 지역의 장소에 대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인지하고 있는
지 파악하고, 장소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
의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10) ‘옥상광고1번지 강남대로, 디지털미디어 특화거리로 탈바꿈’, SP투데이, 2011.02.17. 
11) 강남구청 홈페이지 참고 (www.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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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및 표본설정 

인사동과 강남역 일대에서 2013년 9월 15일에서 9월 29일까지 
주중과 주말을 포함하여 대상지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였다. 주중과 주말은 요일에 상관없이 조사자의 편의에 의
해 실시하였으며 조사시간대는 낮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루어졌다. 
주 설문장소는 인사동의 경우 인사동 네거리, 남인사 마당, 쌈지길 등 
주로 가로에서 이루어졌으며, 강남역 일대의 경우 주로 강남대로변에
서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일대일 면접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내외국인 방문객이며 외국인의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
다. 또한 외래 단체관광객을 제외한 개별관광객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정하여 표본 집단이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표본의 수는 총 498부이며 누락사항이 
있어 자료로서 사용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49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사동 지역의 경우 외국인은 주중 58부, 주말 63부로 
총 121부가 조사되었고 내국인은 주중 75부, 주말 67부로 총 142부
가 조사되어 내외국인 총 263부가 수집되었다. 강남역 일대의 경우 
외국인은 주중 59부, 주말 43부로 총 102부가 조사되었고 내국인은 
주중 75부, 주말 58부로 총 133부가 조사되어 내외국인 총 235부가 
수집되었다. 

인사동 지역 강남역 일대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주  중 58 75 59 75

주  말 63 67 43 58

합  계
121 142 102 133

263 235

<표3-1. 수집된 설문지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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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문항의 구성12) 

(1)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장소이미지와 장소 인지구성요소 측정항목을 도출
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사례대상지에 가장 적합한 항목
들을 선별하여 실증분석의 측정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이 내외국인의 장소이미지와 장소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
하는 것이므로 장소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광지 이미지와 그 형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장소이미지를 측정하는 항목은 주로 선행되어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 형용사들을 변수로 설정한다. 관련 연구
에서 사용된 이미지 형용사로서는 권윤구(2013)가 인사동의 장소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전통적인’, ‘개성적인’, ‘정겨운’, ‘의미있는’, ‘매력
적인’, ‘유일한’, ‘중요한’, ‘익숙한’을 사용하였고, 이남휘‧최창규(2011)
는 홍대지역의 장소성을 측정하고자 ‘활기찬’, ‘특이한’, ‘다양한’, ‘세련
된’, ‘개성있는’, ‘자유로운’, ‘흥미로운’, ‘복잡한’ 등의 형용사를 사용하
였다. 이와 같이 장소성을 측정하는 형용사는 연구 대상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를 측정 항목으로 설정한다.
     다음으로, 장소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장소를 구성하는 환경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주로 사례대상지역의 특징적인 시설이나 용
도 등을 고려하여 측정 변수를 도출한다. 장소이미지 형성요인과 관련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요소들을 물리적 요인, 비 물
리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연구자의 판단과 연구대상지의 특징적인 요소
들을 고려하여 장소를 구성하는 환경요소들을 구분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12) <부록>의 설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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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이미지관련 연구에서는 이미지 형성요인으로서 정서적 요
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장소의 이미지를 측정한다(최승담‧박경
렬, 2005). 정서적 요인은 방문한 장소에 대한 느낌이나 기분과 관련된 
평가이며 인지적 요인은 장소의 특성들에 대한 믿음 또는 지식에 관련
된 평가이다.13) 장소에 대한 이미지 측정변수는 관광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적 요인과 연관되어 있으며 장소 인지구성요소는 인지적 요인을 반
영할 수 있다. 

① 인사동 지역의 장소이미지와 장소 구성요소 측정변수  
권윤구 외(2011)는 인사동을 구성하는 환경요소들을 물리적, 행

태적, 사회적 요소로 구분하고 장소성과의 영향정도를 확인하였다. 장
소성 형용사로 ‘유일한’, ‘정겨운’, ‘매력적인’, ‘전통적인’, ‘익숙한’, ‘중
요한’, ‘의미있는’, ‘개성적인’을 사용하였고, 인사동 가로환경을 구성하
는 물리적 요소들을 건축적 측면과 가로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행태적 
요소는 관람, 체험 행사 등을 포함하였으며 사회적 요소로는 차없는 
거리, 간판정비, 업종, 형성역사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요인
이 인사동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물리적 요
인도 장소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원인임을 밝혔다. 조정숙, 김남조
(2002)는 인사동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관광요소들을 역사성과 
고유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물리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환경의 특성이나 쇼핑, 편의시설 등을 통해 방문객이 경
험하고 즐길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심리적 요소로 구분하여 평
가항목으로 사용하였다. 한순희(2004)는 ‘인상이 좋은-좋지 않은’, 
‘독특한-평범한’, ‘전통적인-현대적인’, ‘화려한-수수한’, ‘편리한-불
편한’, ‘조용한-시끄러운’ 등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방문객이 가지는 
인사동에 대한 느낌을 측정하였다. 

13) 현용호, 홍선영, 오흥철(2007), “인지적 이미지 구성확인모델에 따른 관광지 이미지 
형성모델과 충성도 간의 구조적 관계고찰” 「관광,레저연구」, 19(4), p.22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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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남역 일대의 장소이미지와 장소 구성요소 측정변수
 

강남역 장소성 형성에 관하여 박재홍․김철홍(2012)은 강남역 이
용객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실시하여 강남역 이미지관련 변수들로 
‘고층건물’, ‘역동성’, ‘화려함’, ‘글로벌’, ‘다양성’, ‘유행’ 6개를 도출하
였으며, 그 외 장소성 형성요소로는 강남역 장소성 형성 변수 및 관련
시설 이용 빈도를 토대로 ‘대중교통’, ‘즐길거리’, ‘랜드마크’, ‘교육․문
화’, ‘상업시설’을 장소성 형성요인으로 추출하였다. 

(2) 설문항목 도출
     
     설문항목은 두 대상지에서 사전 방문자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pilot survey)를 실시하여 수정․보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총 4가
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의 내용은 방문이유, 장소의 분위기를 
떠올렸을 때 각 요소들의 중요도, 장소에 대한 이미지, 방문 만족도(분
위기에 대한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성별, 연령, 직업, 외국인의 
경우 출신국가, 내국인의 경우 현 거주지역, 거주 또는 체류형태, 서울 
방문기간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장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장소 
구성요소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항목으로 내․외국인에게 동일하
게 조사하였다.

① 방문이유 
방문이유는 방문객이 장소를 소비하는 목적을 알 수 있게 해주

며 대상지가 가지는 지역적 특성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장소의 지역적 특성과 방문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소의 분위기, 
약속 또는 만남, 구경거리(관광․관람), 학원․직장업무(통근․통학), 쇼핑, 
편의시설이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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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소 인지구성요소
‘장소의 분위기 또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장소를 구

성하는 각 요소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장소 인지구성요소에 대한 측정 항목을 도출하였다<표3-2>. 해당 
지역의 용도분포 현황과 특징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각 장소에 대한 
장소 인지구성요소 항목을 설정, 그 중요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였다. 사전 예비조사를 통해 21개의 항목에서 혼돈을 줄 수 있
거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4개 항목
을 구성하였다.

항 목 인사동 지역 강남역 일대

경관 요소

좁고구불한 골목길 고층빌딩

한글로만 써진 간판 넓은 강남대로

차없는 거리 밤거리 네온사인, 디지털광고판

낮은층수의 조그만 상점 대형 브랜드상점(플래그쉽 스토어)

길바닥 포장

물리적 요소

갤러리․화랑(전시시설) 대중교통시설

전통음식점 음식점, 까페, 술집

골동품점․필방 뷰티샵

(화장품가게, 미용실, 성형외과)

의류, 화장품, 잡화 판매시설 의류, 잡화 등 패션용품점

클럽․노래방

학원․업무시설

인적 요소

길에서 물건파는 상인들 거리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거리공연가, 거리의 화가․공예가 거리에 개성있고 특이한 사람들

거리에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 외 

특징적 요소

길거리 음식(노점상) 길거리 음식(노점상)

전통문화축제, 이벤트 길거리에서 홍보․판촉행위(전단지배포)

<표3-2. 해당지역 장소 구성요소 항목>

③ 장소이미지 측정변수
     장소이미지는 두 사례대상지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항목으로 조
사하였고, 같은 이미지 항목에 대하여 두 대상지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측정은 형용사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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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구별척도법14)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선호도 측정법과 
같이 특정 항목에 대하여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 또
는 이미지의 특성이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으로 본 연
구에서 알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특징적 인식 혹은 이미지 등을 분석
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어의구별척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소이미지 형용사를 ‘전통적인-현대적인’, ‘최신유행의-유행에 뒤쳐
진’, ‘다양한-단조로운’, ‘재밌는-지루한’, ‘역동적인-활기가 없는’, ‘혼
잡한-여유로운’, ‘편리한-불편한’ 총 7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예비
설문조사를 통하여 두 사례지에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혼잡한
-여유로운’, ‘편리한-불편한’ 두 가지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변수들을 본 설문조사에 포함하였다. 측정방법은 조사 대상자에게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의 이미지형용사에 대하여 방문 장소에 대하여 느
끼는 이미지에 더 가까운 형용사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④ 방문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방문 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3가지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도시계획학에서 다루는 장소성 관련 연구들은 
장소성 형성과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장소애착’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장소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게 되는 감정적 판단으로서 인간이 장소와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는 감정적인 유대관계이다. 장소애착은 그 장소
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며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
시간도 길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강도원‧최창규, 2012, 재인
용). 이러한 장소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강도원‧최창규(2012)
와 이남휘‧최창규(2011)는 ‘끌림’, ‘긍정․추천’, ‘충성도’, ‘장소의존성’ 
등을 사용하였다. 한편, 관광학에서 관광지의 선택과 관련한 연구들을 

14) 어의구별척은 지각된 환경의 질 지표(PEQI: Perceived Environmental Quality 
Indices)중 대표적 지표로서 대상의 질에 대한 우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된다. 권윤구 외(2011)「국토계획」46(2), p.14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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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만족’, ‘재방문의사’, ‘추천의도’ 등을 관광객의 방문장소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방문지에 대한 만족은 목적지에 
대한 기대와 방문 후에 인지된 불일치 평가로 정의되고 있으며(은연
정‧김시중, 2010; Dann, 1996), 재방문 의사와 긍정적 구전은 ‘만족’
이 방문 후 태도나 행동의도와 연결되는 기본적인 원리로 언급된다(임
정빈, 2001; Oliver, 1980).
     본 연구에서는 방문객이 느끼는 장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자 ‘장소의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도’ 3가지 항
목을 7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⑤ 방문객 개인특성 및 방문기간
 
     장소 마케팅적 측면에서 볼 때 장소의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방문객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장소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출신국가는 문화적 배
경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내국인의 경우
에도 지방에서 방문한 경우 장소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가 거주민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거주지 항목을 포함하였다. 또한 내외국인
의 서울 방문기간을 기입하도록 하여 방문 기간이 장소이미지 형성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
하여 처리하였으며 첫째, 방문객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고, 둘째, 내국인과 외국인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T검정
을 실시하였다. 셋째, 경로모형을 작성하기에 앞서 기초통계분석을 통
한 정량적 분석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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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연구 내용은 구조모형 작성 시 이론적 내용뿐 아니라 실증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연구모형을 설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
충해준다. 정성적 분석 방법은 론리플래닛15) 사이트에 외국인 여행 저
널리스트들이 서울의 방문장소에 대하여 쓴 저널과 여행블로그,  
travelblog16) 와 tripadvisor17)에 올라온 지역별 방문기를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소에서 인지하는 구성요소와, 장소에 대한 이미지, 방문 
만족도 간의 인과구조를 파악하고자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측정변수와 잠재변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내외국인의 장소
이미지 형성의 구조적 차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모형을 설정
하고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 석 내 용
분 석 방 법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

장소 구성요소에 대한

내외국인의 인식차이
T 검정

여행 블로그 내용분석
장소이미지에 대한 

내외국인의 인식차이
기술통계분석

⇩
장소이미지 인식구조차이

변수설정 문헌고찰,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경로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그림3-1. 분석의 과정 및 분석방법>

15) 론리플래닛 출판사(Lonely Planet Publications; Lonley Planet, LP)는 세계에서 가
장 큰 독립 여행 안내서 출판사로, 총 118개국 650여 권의 여행 안내서를 판매(2004
년 기준), 영어로 된 여행서 시장의 25%에 해당하는 연간 6백만 권의 책을 판매한다
(위키백과). ‘론리플래닛’은 론리플래닛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사이트이다.

16)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관광정보 사이트 
    (http://www.travelblog.org/Asia/South-Korea/Seoul)
17) 월간 유니크 방문자 수 6000만 이상, 리뷰 수 10000만 이상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

장 큰 여행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중국(daodao.com)을 포함한 30개국에서 운영  
    (comScore Media Metrix for TripAdvisor Sites, Worldwid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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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본의 특성

(1) 내국인 방문객 특성 
     내국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20대와 
30대 연령층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층에게 선호되
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강남역 일대는 20대의 비율이 69.2%로 
매우 높게 나타나 학원․업무 시설과 젊은이들의 여가․위락을 위한 유흥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의 주 소비 연령층이 젊은 계층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인사동 지역의 경우 40대의 비율이 17.6%이며 비교적 
연령층이 높은 방문객들이 많다. 성별은 강남역 일대에는 남녀비율이 
비슷하지만, 인사동 지역에는 여성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직업
은 두 장소 모두 학생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직장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방문기간을 보면 주로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
는 표본의 비율이 인사동 59.2%, 강남역 일대 48.9%로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당일 방문객으로 주로 경기도나 지방에서 당일로 
방문한 사람들이 각각 33.1%, 39.8% 정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방
문목적을 통해 방문객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 내국인의 경우 두 지
역 모두 ‘약속 및 만남’이 29.6%, 6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장소의 분위기’를 방문이유로 선택한 내국인은 인사동 27.5%, 강남역 
일대 3%로 인사동의 장소분위기 때문에 방문한 내국인이 훨씬 많다. 

(2) 외국인 방문객 특성
     외국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두 지역 모두 20대 비율이 
가장 높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에게 선호되는 장소임이 밝혀졌
다. 성별은 인사동의 경우 여성이 50.8%로 남성보다 조금 높고, 강남
역 일대는 남성의 비율이 55.4%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서울 방문
기간은 인사동의 경우 3일에서 1주일 정도 서울을 방문하는 단기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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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32.5%로 가장 많은 반면, 강남역 일대를 방문한 외국인은 30.7%
가 1년 이상 서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방문기간이 긴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내국
인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은 ‘구경거리가 많은(관광․관람)’이유로 각 지
역을 방문하였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두 지역이 외국인에게는 
관광목적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장소임을 나타낸다. 인사동은 ‘분
위기가 좋아서’라고 응답한 외국인이 24.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강남역 일대는 20.8%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어 두 장소의 분
위기를 방문이유로 생각하는 외국인 방문객도 많은 편이다. 이는 인사
동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역 일대 또한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특징
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3-4,5>

(3) 내외국인 집단 내 특성별 장소이미지 인식 차이
     내외국인 집단을 특성에 따라 <표3-3>과 같이 세분화 하여 장
소이미지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T검정과 ANOVA 분석을 통해 알아 본 
결과,  내국인의 경우 직업에 따라 인사동에 대한 이미지의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되었으며 학생과 직장인 집단이 기타 집단에 비해 다양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출신국가를 동양‧서양 문화권
으로 구분하여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인사동에서는 동양문화권
의 외국인이 더욱 전통적이라고 인지하고, 강남역 일대에서는 서양문화
권 외국인이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 높게 인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서울 방문기간으로 구분하였을 때, 외국인 단기방문객에 비해 중‧장기 
방문객이 인사동이 더욱 역동적인 곳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구  분 인사동 강남역

내국인 

출신지 서울/경기/지방 x x

연령 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이상 x x

직업 학생/직장인/자영업/기타(주부,무직포함) 다양성 x

외국인 
출신국가 동양문화권/서양문화권 전통성 역동성

방문기간 단기(1주일이하)/중장기 역동성 x

<표3-3. 표본집단 세분화에 따른 장소이미지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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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인사동 지역 강남역 일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 성 44 31.0 59 49.2 61 45.9 56 55.4

여 성 98 69.0 61 50.8 72 54.1 45 44.6

연령

19세 이하 6 4.2 12 10.0 4 3.0 1 1.0

20세 이상 29세 이하 64 45.1 62 51.7 92 69.2 70 69.3

30세 이상 39세 이하 30 21.1 23 19.2 28 21.1 21 20.8

40세 이상 49세 이하 25 17.6 12 10.0 3 2.3 6 5.9

50세 이상 59세 이하 12 8.5 8 6.7 4 3.0 3 3.0

60세 이상 5 3.5 3 2.5 2 1.5 　- 　-

직업

학생 52 36.6 42 35.0 71 53.4 26 25.7

직장인 44 31.0 66 55.0 47 35.3 64 63.4

자영업 7 4.9 3 2.5 4 3.0 4 4.0

무직 12 8.5 3 2.5 4 3.0 4 4.0

기타 27 19.0 6 5.0 7 5.3 3 3.0

서울방문기간

당일 47 33.1 5 4.2 53 39.8 2 2.0

3일이내 3 2.1 10 8.3 5 3.8 8 7.9

3일~1주일 3 2.1 39 32.5 3 2.3 15 14.9

1주일~1개월 2 1.4 21 17.5 　- 　- 23 22.8

1개월~6개월 3 2.1 13 10.8 4 3.0 13 12.9

6개월~1년 　- 　- 14 11.7 3 2.3 9 8.9

1년이상 84 59.2 18 15.0 65 48.9 31 30.7

거주 또는 체류
형태

일반주택(자가,차가) 134 94.4 22 18.3 116 87.2 34 33.7

숙박시설 7 4.9 85 70.8 10 7.5 62 61.4

친구친지 1 0.7 13 10.8 7 5.3 5 5.0

<표3-4. 표본의 개인특성>

항    목

인사동 지역 강남역 일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방문목적

분위기 39 27.5 29 24.2 4 3.0 21 20.8

약속만남 42 29.6 5 4.2 88 66.2 26 25.7

구경거리가 많아서 41 28.9 68 56.7 8 6.0 29 28.7

학원 또는 직장업무 15 10.6 1 0.8 16 12.0 18 17.8

물건구입 5 3.5 17 14.2 16 12.0 6 5.9

편의시설 - - - - 1 0.8 1 1.0

<표3-5. 표본의 방문목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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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내‧외국인의 장소 구성요소와 장소이미지에 대한 인식차이  
  

1. 내외국인의 장소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차이

앞에서 구성한 두 지역의 장소 구성요소에 관련한 항목에 대하여 
내외국인 방문객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자 내외국인 두 
집단의 각 항목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차이를 T-검정을 실시하여 분석
하였다. 

1) 인사동의 장소 구성요소 인식

인사동에서 장소의 분위기를 떠올렸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로 내국인은 한글로만 써진 간판, 거리에 걸어 다니는 많은 사람
들, 갤러리․화랑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길거리 음식, 길에서 물건파는 상인, 의류․화장품 판매시설, 전통음식
점을 더 강하게 인지한다.<표4-1참조> 특히 내국인에 비하여 외국
인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길거리 음식(노점상)’과 ‘길에
서 물건 파는 상인’에 대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길거리 음식의 
경우 내외국인의 평균차이가 1.438, 길에서 물건 파는 상인들은 
1.397로 두 집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4-1. 인사동의 장소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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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좁고구불한 골목길 5.705 .018 2.000 .047 .410

한글로만 써진 간판 20.248 .000 -6.117 .000 -1.159

낮은 층수의 조그만 상점 .176 .675 2.612 .010 .430

차없는 거리 10.880 .001 -1.698 .091 -.272

길바닥 포장 2.181 .141 1.429 .154 .261

갤러리,화랑 18.906 .000 -2.916 .004 -.460

전통음식점(민속주점,전통찻집) 2.670 .103 2.883 .004 .428

의류,화장품,잡화 판매시설 4.150 .043 3.830 .000 .762

골동품점,필방 .288 .592 2.298 .022 .301

길거리 음식(노점상) 10.664 .001 9.438 .000 1.438

길에서 물건파는 상인들 6.418 .012 8.355 .000 1.397

거리공연하는 사람들, 거리의 
화가 ․ 공예가

5.149 .024 -2.167 .031 -.331

거리에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 .813 .368 -3.731 .000 -.702

전통문화축제, 이벤트 5.812 .017 -2.062 .040 -.325

<표4-1. 인사동의 내외국인 T-검정결과>

2) 강남역 일대의 장소 구성요소 인식

강남역 일대에서 장소의 분위기를 떠올렸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요소로 내국인은 학원․업무시설, 대형브랜드 상점을 상대적으로 
높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은 길거리음식, 길거리 홍보‧판촉 
행위, 밤거리 네온사인․디지털 광고판, 거리의 개성있고 특이한 사람
들, 클럽․노래방 등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표4-2참조> 이러한 요소
들은 내국인과 외국인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며, 특히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소는 ‘길거리 음식’과 ‘길거리 홍
보․판촉 행위(전단지 배포)’로서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강남역 일대
의 분위기를 떠올렸을 때 이러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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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강남역 일대의 장소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차이>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고층빌딩 .311 .577 3.206 .002 .640

강남대로 .027 .870 3.170 .002 .603

밤거리네온사인, 디지털광고판 .018 .892 4.887 .000 .850

대형브랜드상점(플래그쉽스토어) 4.052 .045 -1.143 .254 -.213

대중교통시설 1.117 .292 .297 .767 .050

학원, 업무시설 4.780 .030 -3.524 .001 -.763

음식점, 까페, 술집 9.338 .003 4.673 .000 .686

의류, 잡화 패션용품점 .749 .388 .173 .863 .031

뷰티샵(미용실,화장품,성형외과) .453 .501 -.366 .715 -.075

클럽,노래방 .457 .500 3.642 .000 .723

길거리 음식(노점상) .165 .685 7.234 .000 1.350

길거리 홍보, 판촉행위 3.984 .047 4.322 .000 .937

거리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186 .667 .901 .368 .208

거리에 개성있고 특이한 사람들 .010 .920 3.795 .000 .792   
  

<표4-2. 강남역 일대의 내외국인 T-검정결과>

     T-검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 장소의 분위기에 있어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인지요소들 중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는 요소들이 관찰된다. 두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내국인에 비해 외
국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길
거리 음식(노점상)’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중요하다고 인식한
다. 또한 인사동에서는 ‘길에서 물건파는 상인들’, 강남역 일대에서는 
‘길거리 홍보․판촉 행위(전단지 배포)’에 대한 인식차이가 두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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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다. 이는 내국인의 경우 가로에서의 상업행위가 그 지역의 
분위기 형성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길거리
에서 이루어지는 상업행위가 하나의 장소이미지 형성 요소로서 중요
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내외국인의 장소이미지에 대한 인식 차이 

1) 전통성과 현대성 인식차이
두 연구대상지는 서울의 전통성, 현대성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기존에 전통성을 대표하는 인사동의 장소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꾸준
히 이루어져왔으며, 대부분 내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인사동 지역의 가치와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적 명소로서 위
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통성을 강조한다(조정숙․김남조, 2002). 강남
역 일대의 장소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
만, 권윤구 외(2011)의 연구에서 서울시의 장소성이 높다고 선정된 
41곳에 대한 장소성 형용사 평가를 토대로 유형분류를 실시하여 강남
역 일대를 현대성을 대표하는 유형에 속하는 장소로 구분하였다. 
     이렇듯 두 지역은 선행연구에서 ‘전통성’, ‘현대성’을 대표하는 지
역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글로벌한 관점에서 바라본 외국인의 장소인식
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분
석을 통해 과연 외국인 방문객에게도 두 장소의 전통적 ‧ 현대적인 이
미지가 선행된 연구에서 밝힌 내국인의 인식과 같이 뚜렷이 인식되며 
또한 방문 만족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내외국인이 5개의 장소이미지 항목에 대하여 인사동의 이미
지를 평가한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4-3>과 같다. 인사동에 대
하여 내국인은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장 높게 인지하며, 내국인(1.11)
에 비해 외국인(0.98)은 낮게 평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전통성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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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른 모든 이미지 형용사에 대하여 내국인보다 높게 인지한다. 또
한 내국인 중 인사동이 매우 전통적이라고 답한 집단을 구분하여 외국
인 중 매우 전통적이라고 답한 집단과 만족도를 비교18)하였을 때, 내
국인(1.164)에 비해 외국인(1.056)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인사동 지역을 매우 전통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외국인 집단이 인
지하고 있는 장소의 구성요소들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내국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요소로서 차 없는 거리, 전통문화축제, 갤
러리․화랑, 전통음식점, 한글로만 써진 간판, 거리공연가․예술가․공예가 
등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은 전통음식점, 길거리음식, 차없는 거
리, 길바닥 포장, 골동품점․필방, 길에서 물건파는 상인들 순서로 중요
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국인은 장소가 가지는 전통성
을 전시시설이나 경관적 요소, 이벤트나 공연과 같은 볼거리를 통해 주
로 인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음식문화와 물건구입과 같은 소비활동을 
통해 인사동의 전통적 이미지를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4-3. 인사동에 대한 장소이미지 측정결과>

18) 내국인 중 장소이미지 평가항목에서 전통성에 가장 높은 점수(+3)를 준 집단을 추
출하여 내국인 전체의 만족도와 추출한 집단의 만족도의 비율을 구하였다.[(전통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내국인의 만족도 평균값)/(내국인 전체의 만족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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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강남역 일대의 장소이미지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값을 
그래프에 나타내면 <그림4-4>와 같다. 내국인은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내국인(-2.23)에 비해 외국인(-2.01)이 
현대성을 낮게 평가한다. 또한 내국인 중 강남역 일대가 매우 현대적
이라고 답한 집단을 구분하여 외국인 중 매우 현대적이라고 답한 집단
과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내국인(1.039)에 비해 외국인(1.016)의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매우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외국인 집단이 
인지하는 장소 구성요소들에 있어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나타
나는데, 두 집단 모두 대중교통, 음식점․까페․술집을 가장 중요한 요소
라고 인지한다. 반면 내국인은 대형브랜드 상점, 학원․업무시설, 의류․
잡화 등 패션용품점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외국인은 밤거리 네온사인․
디지털 광고판, 길거리 음식, 고층빌딩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한다. 이
는 내외국인이 공통적으로 강남역 일대의 대중교통시설이나 요식업소
의 이용을 통해 장소의 현대성을 많이 느끼며, 내국인은 학원, 업무시
설, 쇼핑시설 등 기능위주의 시설로부터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인
식하는 반면, 외국인은 가시적인 경관요소와 길거리 음식과 같은 특징
적 요소로부터 현대성을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4. 강남역 일대에 대한 장소이미지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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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해보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두 지역에 대한 전통성과 
현대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전통성과 현대성을 매우 높
게 느끼고 있는 외국인 집단의 만족도 또한 내국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방문객에게 인사동의 ‘전통성’과 강남역 일대의 ‘현대
성’은 내국인에 비해 큰 매력요소로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장소이미지 인식차이 
     방문한 지역의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도 평
가점수를 합산하여 방문객이 느끼는 총 만족도 지표를 구하였다. 그리
고 내외국인 중에서 총 만족도가 높은 집단을 추출19)하여 어떠한 장
소이미지의 인식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인사동에서 내국인의 경우, 총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재밌
는’(2.26)이미지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전통적인’(2.13), ‘다양
한’(2.04), ‘역동적인’(1.74), ‘최신유행의’(0.39) 순으로 장소이미지를 
느끼고 있었다. 외국인도 ‘재밌는’(2.31) 항목을 가장 높게 평가 하였
지만 두 번째로 ‘역동적인’(2.04)장소라는 느낌을 높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다양한’(1.20), ‘전통적인’(1.11), ‘최신유행의’(0.76) 순으로 
이미지를 인식하였다. 내외국인 모두 인사동 지역을 재밌는 장소라고 
느끼지만, 내국인은 전통적인 장소로 높게 인식하는 반면 외국인은 역
동적인 장소라고 인식한다. 이는 내국인은 보편적으로 인사동을 고즈
넉하고 편안한 정적인 장소로 인식하는데 비해 외국인은 활기찬 동적
인 장소로 느끼는 특징적 차이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강남역 일대에서
는 내국인의 경우 ‘현대적인’(-2.43) 장소로 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역동적인’(2.33), ‘최신유행의’(2.05), ‘다양한’(1.95), ‘재밌는’(1.62)

19) 외국인의 경우 분위기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도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7
점을 부여하여 총 만족도가 21점인 집단, 내국인의 경우 총점 21점을 부여한 집단의 
표본수가 매우 적어 인사동의 경우 20-21점을 부여한 상위25명, 강남의 경우 17-21
점을 부여한 상위 22명을 추출하여 총 만족도가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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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장소이미지를 인지하고 있다. 내국인은 강남역 일대가 매우 현
대적인 분위기를 가지지만 재미가 있는 장소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
다. 반면에 외국인은 강남역 일대를 가장 ‘최신유행의’(2.83)장소라고 
느끼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밌는’(2.70), ‘역동적인’(2.61), ‘현대적
인’(-2.17), ‘다양한’(1.78)순으로 강남역 일대에 대한 분위기를 평가
하고 있다. 외국인은 강남역 일대에 대하여 최신유행의 장소라고 가장 
높게 평가하며 또한 재미를 느끼지만 현대성이나 다양성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내국인의 장소이미지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4-3>를 보면 각 대상지에서 내외국인
이 느끼는 장소이미지와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인지요소에서 차
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항  목 인사동 지역 강남역 일대

순 위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장

소

이

미

지

1 재밌는(2.26) 재밌는(2.31) 현대적인(-2.43) 최신유행의(2.83)

2 전통적인(2.13) 역동적인(2.04) 역동적인(2.33) 재밌는(2.70)

3 다양한(2.04) 다양한(1.20) 최신유행의(2.05) 역동적인(2.61)

4 역동적인(1.74) 전통적인(1.11) 다양한(1.95)  현대적인(-2.17) 

5 최신유행의(0.39) 최신유행의(0.76) 재밌는(1.62) 다양한(1.78)

장소이미지 

형성에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요소

차없는거리

전통문화축제

한글로만 써진 간판

갤러리․화랑

거리공연가‧화가‧공
예가

전통음식점

차없는거리

골동품점․필방

길거리음식

낮은층수의 조그만 상점

길거리 상인들

대중교통시설

음식점․까페․술집

대형브랜드상점

학원․업무시설

의류․잡화 판매시설

뷰티샵

음식점․까페․술집

거리의 개성있는 사람들

대중교통시설

길거리음식

거리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밤거리네온사인‧디지털

광고판

<표4-3. 만족도가 높은 내외국인 집단의 인식차이>

3) 재방문의사가 높은 집단의 장소이미지 인식차이
     방문객을 장소를 소비하는 대상으로 보았을 때, 장소의 가치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방문객으로부터 다시 그 장소를 방문
하고 싶은지를 측정하는 ‘재방문의사’이다. 내외국인으로부터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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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방문의사를 높게 나타내는 집단의 
장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방문의사를 높
게 표현한 내외국인 집단을 추출하여 장소이미지 인식차이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는 <표4-4>와 같으며, 앞서 분석한 총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차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항  목 인사동 지역 강남역 일대

순 위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장

소

이

미

지

1 재밌는(2.21) 재밌는(2.19) 현대적인(-2.50) 최신유행의(2.40)

2 전통적인(1.92) 역동적인(1.99) 역동적인(2.18) 재밌는(2.33)

3 다양한(1.83) 다양한(1.28) 최신유행의(1.82) 역동적인(2.29)

4 역동적인(1.75) 전통적인(1.06) 다양한(1.77)  현대적인(-1.98) 

5 최신유행의(0.46) 최신유행의(0.56) 재밌는(1.45) 다양한(1.29)

<표4-4. 재방문의사가 높은 내외국인 집단의 인식차이>

3. 블로그 내용에 나타나는 외국인의 장소에 대한 인식
     장소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그 형성구조는 심리적 개념에 근
거하여 추상적이고 명확한 구조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있지 않기 때
문에 정량적 분석결과만으로 인식차이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장소이미지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에 관한 질적연구는 이
루어져 왔으나, 외국인의 인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질적연구는 거의 없
다. 따라서 외국인이 인지하는 장소이미지와 장소 구성요소에 대한 내
용을 정성적인 방법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정성적 
내용은 정량적인 분석 내용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 이후 진행될 구조
모형을 구축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정성적 분석방법은 론리플래닛, travelblog, tripadvisor 세 개의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인사동과 강남역 일대에 대한 외국인의 방문
기 내용을 참고하여 외국인이 장소에 대해 느끼는 분위기, 느낌과 관
련된 내용과 자주 언급하는 장소의 구성물들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장
소 이미지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형용사 단어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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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는 추천하거나 경험한 특정시설이나 활동과 같은 물리적, 비 
물리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인사동과 관련한 론리
플래닛에 실린 저널2개, travelblog의 63개 방문기, tripadvisor의 
1,218개의 여행자 리뷰를 참고하였으며, 강남역 일대는 3개의 저널, 
131개의 방문기, 94개의 여행자 리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인사동 강남역 일대 출처

론리플래닛 2 3 http://www.lonelyplanet.com

travelblog 63 131 http://www.travelblog.org

tripadvisor 1,218 94 http://www.tripadvisor.co.kr

<표4-5. 정성적 분석 참고내용>

1) 인사동에 대한 외국인의 주관적 평가

(1) 길거리음식, 사람구경, 가로 구경거리 및 소비활동이 ‘재밌는(fun)’장소
     먼저, 외국인 방문객의 ‘재미’(fun or enjoy) 형용사와 관련하여 
길거리 음식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의 빈도수는 매우 높으며, 내국인과
는 다르게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이 인지하는 길거리 음
식은 길거리의 자판기에서 나오는 가공음식이 아닌 즉석에서 직접 손
으로 만드는 음식이므로 신선하고 유익한 음식으로 생각하며 만드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어 하나의 재밌는 구경거리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인사동에는 다양한 종류의 길거리 음식이 있어 여러 가지 종류
의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음식들을 한국의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느낀다. 또한 값이 저렴하고 늦은 시각에도 손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길거리 음식의 장점으로 생각한다.
“Fun street food carts..” [키치너, 캐나다. 35-49세, 여성, 2013]
“Fun to just walk around and try some of the interesting food carts.”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13]
“...a fun place to visit!...terrific street food vendors.” [어빈, 미국. 2013년]
“Street food is always so interesting to watch.”[런던, 영국. 50-64세, 여성. 2013]
“Only good thing is the street food...” [코펜하겐, 덴마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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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s of food street vendors.‘nice’...” [뉴마켓, 캐나다. 35-49세, 여성. 2013]
“the streets of Insadong...so cool, looking at so many things that was Fried 
snacks made by hands and not by giant machines.” (3rd Day: Insadong and Miss 
Lee cafe, September 11th 2012) 
“...it gives you an idea of Korean street food” (wish we had time to explore 
more)[런던, 영국, 2013]
“...the street also has many food stands: a great opportunity to try some local 
sweets.” [런던, 영국 25-34세, 남성 2012]
“...a good selection of food vendors on the street.” [캘리포니아, 미국. 2012]
“.. many Korean style food stalls along the street...I stopped by almost every 
hawker stall there lol.” [아키타현, 일본. 18-24세, 남성. 2012]
“...traditional Korean street food, snacks and drinks.” (3rd Day: Insadong and 
Miss Lee cafe, September 11th 2012)
“...wandering the streets of Insadong and eating from almost all of the street 
vendors.” (A Break from China: Seoul, South Korea, April 29th 2012)
“enjoyed an array of street foods...it was wonderful!” (Lotus Lantern Festival, 
May 16th 2010)
“Even at 11:00pm...tons of street vendors out selling their merchandise.” (A 
weekend of SEOUL searching, October 8th 2009)
“The Korean food vendors.. all had different and unusual foods so we couldnt 
help but stop to try and sample a variety of the side-walk foods (something we 
would never do in South Africa).” (Gyeongbokgung Palace, June 29th 2009)
“...really nice snacks from the street in between, especially those sweet fried cake 
type pancakes with the caramel filling..so delicious!” (SEOUL, April 16th 2008)
“If you are looking for artists and street vendor foods - this is the place for 
you in Seoul!” [게이더스버스, 미국. 25-34세, 여성. 2013]
“..incredible hotteok stall... You can't miss it” [싱가포르, 2013]

     다음으로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데에서 재미
(enjoy)를 느낀다. 
“...food carts and lots and lots of things to see...just sit down and enjoy the 
crowd passing you by... [2013년]”
“Great for people watching...  [라스 피나스, 필리핀. 2013]”
“My friend...told me that I would enjoy people watching in Seoul. She was right! 
[게이더스버스, 미국. 2013년]”
“...enjoy watching the buzz of people in the streets. [캐년, 미국. 2013]”
“...great people watching...you could sit and watch the world go by...” [영국. 
35-49세, 남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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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외국인은 인사동 거리를 거닐며 많은 재미들을 인지
하고 있는데, 주로 갤러리나 조그마한 상점들과 같이 길거리를 돌아다
니며 구경하고 소비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재미를 느낀다. 
“Fun place to see...tons of art galleries and supplies on this street... It's a fun 
little shopping street...” [옌타이, 중국. 2013]
“...a fun place for roaming around.” [시애틀, 미국. 2013]
“...a lot of fun walking around by myself...” [2013]
“...always fun to walk between the small shops and art galleries.” [샌프란시스코, 
미국. 2013]
 (2) 차 없는 거리, 바닥포장 보행환경이 잘 갖춰진 장소
     외국인의 가로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차 없
는 거리나 바닥 포장 패턴과 같은 가로적 요소들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지하는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은 뚜렷
하나 장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결합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이러한 물리적 요소가 장소에 대한 분위기나 느낌을 자
아내는 요소로서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① 차 없는 거리
“...Cars are not allowed to drive in the touristy area...” (Some sightseeing 
updates around Seoul, September 29th 2009)
“...nice pedestrian only street...” [2013]
“...(mostly) automobile-free streets is a real treat.” [텔아비브, 이스라엘, 2013]
“...pedestrian(ish) style street...” [방콕. 35-49세, 남성. 2013]
② 도로 포장
“The rocky road you travel on through the market place...” [캐년, 미국, 2013]
“Insadong marketplace can be characterized by small cobbled streets...” [보스턴, 
미국. 25-34세, 여성. 2011]

2) 강남역 일대에 대한 외국인의 주관적 평가
(1) 젊은층을 위한 패션 ‧ 뷰티 관련 쇼핑의 장소  
     강남역 일대에 대하여 외국인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쇼핑이다. 다수의 의류, 잡화 등 패션용품 관련 대형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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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상점들이 입지해 있고 강남역 지하의 쇼핑 스트리트에는 저렴한 
보세의류, 휴대폰 기기, 화장품 등과 같은 상점들이 있다. 외국인은 
강남을 젊은층을 위한 쇼핑의 중심지(“shopping paradise”, “shopping 
heaven”)로 표현한다. 특히, 지하에 조성된 쇼핑몰은 다양한 디자인과 
저렴한 상품으로 단순한 물건구입만이 아니라 관람의 목적으로도 외
국인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은 즐거움과 흥미로운 장소로 인식하
고 있다. 그밖에 성형외과와 피부과, 화장품 가게 등이 밀집해 있어 
서울의 “beauty belt”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트렌디한 패션을 
주도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shopping paradise for clothes esp for the young-at-heart.” [싱가포르. 35-49세, 
여성. 2013]
“This place is deifinitely a shopping heaven.” [싱가포르. 18-24세, 여성 .2012]
“ 'Good shopping for the younger crowd'...packed with young people...large 
undergound shopping area...this would be a fun place for someone in their late 
teens or early twenties.” [내슈빌, 미국. 50-64세, 여성. 2013]
“...this place also boasts some nice shopping.” [올랜도, 미국. 18-24세, 남성. 2013] 
“...very interesting. There were tons of shops to browse...most of them were 
aiming toward the teenage girl.” [2012]
“Great place for the girls with lots of shoes and clothes for sale at good prices. 
Worth a look even if only for the sight.” [빅토리아,캐나다. 35-49세, 남성. 2012]
“...glad...lots of shops to buy clothes and mementos.” [마닐라, 필리핀. 25-34세, 남성. 2013]
“..."the Beverly Hills of Korea"...it is littered with plastic surgery and cosmetic 
clinics...literally over 300 clinics within the small few blocks that make up the 
beauty belt of Seoul.” 
“...leading the fashion ...cheap and so various of trendy stuff are everywhere.” 
[파리, 프랑스. 18-24세, 여성]
“특히 유행에 좌우되기 쉬운 젊은이 패션(원피스, 티셔츠와 같은 여름옷)은 파격적” 
[동경, 일본 2012]

(2) 최신유행의 패셔너블한 사람들이 많은 장소 
     강남역 일대가 관광지답지는 않더라도 서울의 일반 시민들이 생
활하는 장소로서 엿보는 재미와 사람구경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외국
인들은 길거리의 사람들이 ‘패셔너블’하다고 느끼며 부유한 한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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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쇼핑, 음주, 파티를 즐기고 뽐내며 걸어 다니는 장소로 강남
역 일대를 설명하여 장소안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the peple are fashionable...The more fashionable and affluent Koreans go here 
to shop, drink, party and strut” [마닐라, 필리핀. 25-34세, 2013]
“...‘style’ its nice to walk around and to sit around especially. its pretty busy 
and fun...” [지바, 일본 .2013]
“...일반 서울 시민 분들이 생활하는 장소라 그곳을 살짝 엿보는 즐거움...” [도쿄, 일
본, 35-49세, 여성. 2013]

(3) 밤거리, 유흥 ‧ 위락과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장소
     강남대로 뒤로 나있는 이면도로 주변에는 클럽, 노래방, 술집 등
과 같은 업종이 밀집되어 분포되어 있다. 블로그의 내용을 보면 강남
역 일대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술집, 클럽, 파티와 같이 밤에 이루어지
는 ‘유흥․위락 활동’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남역 일대의 이러한 위락․유흥 활동의 체험들을 통해 외국인들은 이 
지역을 ‘활기(alive)’가 넘치는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다. 
“...visit gangnam at least once especially during night. “Must see”.” [케랄라주, 인도. 2013]
“...this place comes alive at night.” [싱가포르 25-34세, 남성. 2013]
“The nightlife was good at Gangnam...” [브리즈번, 오스트레일리아. 2012]
“...at night to party, bar hopping from place to place, lots of interesting themed 
places to go,..went clubbing in this district...they had some world class stages 
and DJ's, it was very good...should spend some time here, for at least one 
drinking night.” [올랜도, 플로리다. 18-24세, 남성. 2013]

(4) 현대적인 도시경관을 느낄 수 있는 장소
     도로나 고층건물, 거리의 모양이 정연하여 근대적인 거리의 모습
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강남대로의 미디어폴, 네온조명, 디지털 광
고판 등의 요소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강남역 일대를 새로 개발된 지구로 
인식한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미시간 에비뉴, 타임스퀘어, 시부야와 같
은 지역과 유사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여, 공통적으로 전형적인 현대의 
도시경관을 가진 장소로 강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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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d up with tall buildings...At night, the place looks so bright with all the 
neon lights and signages. [마닐라, 필리핀. 25-34세, 남성. 2013]”
“felt like michigan avenue and times square and a little bit of shibuya... [지바, 
일본. 2013]”
“...filled with concrete and high rise office buildings.[디트로이트, 미국. 2013]”
“도시 산책을 여행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명동이 아니더라도, 여기가 좋지 않을
까?...[아카시, 일본. 25-34세, 남성. 2013]”
“...개발된 지구라서 근대적인 거리...메인 스트리트에 길고 큰 미디어폴이라는 것이 서 
있습니다...도로나 건물, 거리의 모양이 정연해서 깔끔합니다.[도쿄, 일본, 35-49세, 
여성. 2013]”
“...새롭게 개발된 곳으로 비즈니스 거리나 고급 호텔, 카페...[후나바시, 일본. 35-49세, 
여성. 2013]”

4. 종합 및 소결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 획득한 실증 데이터로 통계분석을 실시하
여 정량적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블로그 내용을 분석하여 얻은 정성적 
연구결과를 보완자료로 구축 하였다. 
     분석 결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외국인의 인식 차이를 살펴
보면 첫째, 장소이미지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내국인은 두 지
역의 전통성과 현대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장소 방
문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전통성이나 현대성보다 두 장소의 활기(역동성), 최신유행, 재미와 같
은 장소의 분위기를 강하게 인지하며 이러한 장소성이 방문의 만족도
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성적 분석 내용에서도 ‘fun’, 
‘enjoy’, ‘alive’, ‘fashionable’, ‘trendy’, ‘dynamic’ 등과 같은 단어를 통
해 직접적으로 장소에 대한 외국인이 인식하는 이미지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내외국인의 장소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길거리음식(노점상)’에 대한 인식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났다. 내국인
은 이 요소가 장소의 분위기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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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길거리 음식을 하나의 문화적 요소로서 장소의 분위기를 형
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다. 특히, 인사동 가로의 
특이한 음식들은 ‘authentic local foods’라고도 언급되며, ‘street food 
carts’, ‘street food vendors’, ‘food stalls’등의 단어 등장의 빈도수가 
매우 높고 ‘재밌는(fun)’ 평가와 함께 표현되고 있다. 또한 가로의 상
업행위에 대한 인식에서 내외국인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내국인과 달
리 외국인은 ‘길에서 물건 파는 상인’이나 ‘홍보, 판촉행위’와 같은 요
소를 장소의 분위기와 연관 지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서 조정숙‧김남조(2002)는 인사동이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면서 가
로의 증가하는 노점상들이 방문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방해 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관광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장소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에는 인사동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요
소로 길거리 음식이나 노점상, 길에서 판매하는 상인들을 평가하고 있
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노점상이 관광지로서 장
소성을 형성하는 데 매력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장소이미지와 장소 구성요소에 
대하여서도 내외국인의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 두 지역에서 방문만
족도가 높은 내국인 방문객은 전통성, 현대성과 같은 장소이미지를 높
게 인지하는 동시에 장소를 구성하는 물적 요소를 강하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재미, 역동성(활기)과 같은 장소
이미지를 높게 평가한 사람은 그 장소의 사람(인적요소), 활동적 요소
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족감을 높게 평가하는 
내국인은 이용시설과 같이 기능적 역할을 하는 물리적 요소와 장소의 
전통성, 현대성을 인지한다면, 외국인은 길거리의 사람들을 구경하고 
접촉하면서, 또한 가로에서의 구경, 쇼핑과 같은 활동요소들을 통해 
재미, 역동성과 같은 이미지를 인지하는 차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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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내‧외국인의 장소이미지 형성구조 차이   

1. 분석 모형

4장에서 분석한 결과, 내외국인이 인지하는 장소 구성요소와 장
소이미지에서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
식의 차이는 내외국인의 방문 만족도와도 연관이 있다. 내외국인의 인
식차이는 세 항목간의 구조적 관계에서도 발생할 것을 연구문제로 삼
고 장소 구성요소들의 영향관계와 장소이미지, 장소에 대한 만족도 간
의 영향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내외국인의 장소 
이미지 형성구조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장소에 대한 이미지는 환경요소들과 인간과의 상호관계 속에 형
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이미지를 형성하는 인식구조는 매우 추
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형성 요소들 간의 단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의 인과적 관계까지도 고려하여 구조적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이 연구방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해, 먼저 상
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탐색적 요인분
석을 통해 측정변수와 잠재변수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하여 설정한 변수와 요인구조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이론고찰 내용과 실증분석 자료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변수간의 경로
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모형을 <그림5-1>과 같이 구축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비 물리적 요소들이 
측정변수가 되며, 이 변수들이 ‘장소 인지구성요소’라는 잠재변수를 측
정하게 된다. 도출된 잠재변수들은 외생잠재변수로서 ‘장소이미지’라
는 내생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장소이미지’ 잠재변수는 또한 
‘총체적 만족도’ 라는 내생잠재변수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로서 작용
한다. ‘장소 인지구성요소’ 잠재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인사동과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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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일대를 구성하는 12개 장소 구성요소 항목이 외생 측정변수가 되
며, ‘장소이미지’라는 내생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5개의 장소 이미지 
형용사가 내생 측정변수로 사용되었다. 또한 ‘총체적 만족도’ 역시 총
3개의 내생측정변수로 이루어져있다. 

<그림5-1. 장소이미지 형성구조모형 설정>

잠재변수 측정변수 참고문헌

장소 인지구성요소
인사동, 강남역 일대의 특징적 시설, 
체험활동, 인적 자원 요소

Beerli&Martin(2004), 김효주(2008), 
박재홍, 김철홍(2012), 지은희(2011)

장소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전통적인’, ‘다양한’, ‘역동적인’, 
‘재밌는’, ‘최신유행의’

선행연구 고찰, 사례대상지의 이미지 
형용사 선정

조정숙, 김남조(2002),             
권윤구 외(2011), 한순희(2004),   
박재홍, 김철홍(2012),             
박석희, 고동우(2002)

총체적 만족도 분위기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도
은연정, 김시중(2010), 강도원, 최창
규(2012), 권윤구 외(2011)

<표5-1. 장소이미지 형성구조모형 변수설정>

2. 분석 방법

1) 구조방정식모형의 개요

     구조방정식모형은 관측이 가능한 설문항목으로부터 관측이 불가
능한 이론적이고도 추상적인 특성을 지니는 잠재적인 변인 간의 구조
적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잠재변인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측
정지표간의 상관행렬계수를 통해 검증하는 통계기법이다. 모형은 측정
모형(measurement model)과 구조모형(structure model)으로 이루어
지는데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고, 구조모
델은 다중회귀분석 또는 경로분석의 성격이 반영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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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석방법의 장점은 첫째, 가설로 설정한 구조모형이 실제 데
이터를 반영하였을 때 얼마나 부합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통계방법이 측정을 통해 관찰되는 변수 간의 단편적인 
관계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통계 방법을 한 번에 사용하여 관찰 변수간의 단편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관찰되지 않는 변수(잠재변수)를 포함한 여러 변수 간의 관계
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이희연‧노승철, 2012; 권윤구, 2013). 이러
한 장점으로 인해, 최근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등 사회과학 및 행동
과학 분야에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 
측정변수(observed variable),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 외생
변수(exogenous variable), 오차변수로 이루어진다. 잠재변수는 직접 
측정하거나 관찰할 수 없는 개념적인 변수로 측정변수에 의해 측정 
되며, 잠재변수와 다수의 측정변수는 오차항과 함께 측정모형을 구성
한다.<그림5-1참조> 또한 잠재변수들의 관계는 외생변수와 내생변
수의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외생변수는 모형 내에서 다른 변수들에 의
해 설명되지 않는 변수로 모형 외부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
으며 다른 잠재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내생변수는 모형 내에서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변수이다. 

2)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검증 

(1)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검증방법으로서, 경로모형을 구축하기에 앞서 연구자
가 사전에 설정한 연구모형의 측정변수와 잠재변수간의 관계를 검증
하는 단계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 요인구조모
형을 구축하는데, 이는 측정모형들의 잠재변수들 사이에 상관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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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형이므로 공분산으로 연결된 형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이
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설문항목으로부터 잠재변수를 도
출하였다. 그리고 요인구조모형을 구축하여 각 측정변수들의 유의성, 
모델의 적합도 검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요인구조가 타당한지를 분석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18.0을 사용하였으며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2) 모형의 적합지수 평가

     모형구축과정에서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모형이 수집된 자료
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으로, 의미 있는 모형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는 적합한 모델인지에 대해 평가해봐야 한다. 확인적 요인
분석 후에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한 후 수정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 경
로모형에 대하여도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경로모형을 구축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적합도 평가는 주로 카이제곱 검증과 적합
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
는 매우 다양한데 우선, 대표적으로 모델에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정도
를 알아볼 수 있는 CMIN/DF와 RMSEA가 있다. CMIN/DF는 카이제
곱 통계량으로 최소불일치도를 나타내며 값이 커질수록 모델이 데이
터에 부적합함을 알려준다. RMSEA는 카이제곱 통계량을 조정한 지
수로 값이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델이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절대적합지수는 GFI, AGFI로 0.9이상이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본
다. 마지막으로 증분적합지수가 있다. 이는 기본 모델에 비해 분석모
델이 얼마나 적합도가 개선되었는지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0.9이상의 
값을 가지면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대표적인 지수로 IFI는 
기초모델과 분석모델간 최소 불일치도의 감소율을 나타내며, TLI와 
RFI는 거의 유사한 지수로 모델간 불일치도의 차이를 기초모델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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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도에서 1을 뺀 값으로 비표준화 적합지수로도 불리운다. 마지막
으로 CFI는 표본수에 민감하지 않아 표본의 수가 작을 때도 사용될 
수 있어 자주 사용되는 지표이다. 아래 <표5-1>와 같이 다양한 적
합지수가 있는데, 어느 특정하나로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지수를 고
려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판정해야 한다(이희연·노승철, 2012).

주요적합도 지수 설명 권장값 

불일치 정도

CMIN/DF 카이제곱 통계량 2-3미만

RMSEA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카이제곱 검증의 약점 보완)

0.05이하 좋음

0.08이하 양호

절대적합지수
GFI

모형의 설명력 0.9이상
AGFI

증분적합지수

CFI
기초모형에 대한 

분석모형의 개선정도 
0.9이상TLI

IFI

<표5-2.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와 권장수용수준, 이남휘 외(2010) 재정리>

3)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해석 

     본 연구에서 최종 경로모형의 경로계수는 모두 표준화 계수 값
을 사용하였으며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잠재변수간의 경로계수 값이다. 먼저 각 지역의 장소를 구
성하는 요소를 나타내는 세 개의 잠재변수들이 장소 이미지를 나타내
는 잠재변수에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장소 이미지’는 장소에 대한 인지과정에서 결과 요소가 되는 잠재변
수인 ‘장소에 대한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잠재변수와 이를 측정하는 측정변수간의 경로계수 값을 확
인하였다. 인사동과 강남역 일대의 방문객에게 공통적으로 인지되는 
장소 인지구성요소들은 어떤 환경요소들과 높은 영향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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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외국인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도 총 만족도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도 총 만족도

전통적인 .342** .319** .352** .358** .093 .095 .080 .097

최신유행의 .166* .153 .146 .165* .150 .128 .099 .135

다양한 .478** .432** .488** .494** .293** .204* .242** .263**

재밌는 .491** .535** .528** .549** .551** .575** .587** .617**

역동적인 .248** .240** .303** .279** .357** .268** .295** .328**

3. 내외국인의 인사동 장소이미지 형성구조

1) 변수설정 및 모형설정 과정 

(1) 상관분석

① 만족도와 장소이미지 
내외국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이미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장소이미지 항목들과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
도, 총 만족도 항목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사동의 내국
인의 경우 아래의 <표5-2>와 같이 ‘재미’, ‘전통성’, ‘다양성’이 총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p<0.01) 비교적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재미’와 ‘역동성’이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인사동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전통적인 분위기와 재미, 다양한 이미지와 연관
되어 있다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재미있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총 만족
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5-3. 인사동 장소이미지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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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소이미지와 장소 구성요소  
     앞서 만족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장소이미지에 대한 
내외국인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소이
미지 인식차이는 어떠한 요소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지를 밝히기 위
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장소이미지 
항목과 장소 구성요소들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인사동 지역의 경우 내국인이 느끼는 ‘재미’는 p<0.05 수준에서 
좁고 구불한 골목길(0.174) 요소와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또한 ‘전통
성’은 p<0.01 수준에서 갤러리․화랑(0.223)요소와, p<0.05 수준에서 
민속주점․전통찻집(0.170) 요소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성’과는 영향관계에 있는 요소들이 드러나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
우, ‘재미’는 p<0.01수준에서 차없는 거리(0.306)와, p<0.05수준에서 
거리에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0.221)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동성’은 p<0.01 수준에서 차 없는 거리
(0.414)와 낮은 층수의 조그만 상점(0.23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p<0.05 수준에서 길바닥 포장(0.232), 거리의 공연가․화가․공
예가(0.226)와 같은 요소들이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장소이미지 형성에 있어 내외국인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장소의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측정하기 위하여 총 14개의 문
항을 설정하고, 내외국인이 평가하는 각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설문항목들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인지 구성
요소들을 축약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각 
요인의 특성을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베리맥스(varymax)회전방법
을 실시하였다. 인자 부하량은 0.4 이상만 출력하도록 하였고 가장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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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목적에 맞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총 14개의 
변수 중에서 ‘길바닥 포장’과 ‘거리에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 두 개
의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변수로 총 세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
다.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KMO 값은 0.728로 요인분석을 위한 높
은 표본 적합치를 보이며, 유의확률 p=0.00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요인추출 
결과는 아래의 <표5-3>와 같으며, 1요인은 ‘가로에서의 소비활동’, 
2요인은 ‘전통‧문화체험’, 3요인은 ‘전통경관’으로 명명하였다. 

성분

1 2 3

길거리 음식 .853 - -

길에서 물건파는 상인들 .826 - -

의류, 화장품, 잡화판매시설 .671 - -

거리공연하는 사람들, 거리의 화가공예가 - .771 -

전통문화축제, 이벤트 - .761 -

갤러리, 화랑 - .528 -

전통음식점 - .519 -

골동품점, 필방 - .503 -

좁고구불한골목길 - - .776

낮은층수의조그만 상점 - - .705

한글로만써진 간판 - - .548

차없는 거리 - - .475

요인 명명 
가로에서의 
소비활동

(길거리 쇼핑)
전통․문화체험 전통경관

* 인자부하량 0.4 미만은 표시하지 않음

<표5-4. 인사동 장소 구성요소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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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성 분석을 통한 자료 점검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응답자들의 평가가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지 점검하고 설문항목들이 잠재변수를 측정할 수 있
는 자료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변수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였으며, ‘장소 인지구성
요소’, ‘장소이미지’, ‘총체적 만족도’ 세 가지의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변수들에 대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20개의 모든 변수들에 대한 Cronbach's alpha값은 0.783으
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앞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
해 추출된 요인들이 장소 인지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잠재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항목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밖에 장소이미지와 장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
한 변수들에 대해서도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5-4>와 같다. 전통경관요소에서 alpha값이 0.568로 0.6 보다는 
낮으나 기준에 근접한 수준이며, 연구 분석에 사용되어야 하는 변수이
므로 본 연구에서 수용하였다. 그 외의 항목에서는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된 것을 알 수 있다. 

잠재변수 측정 
항목수 Cronbach's alpha

장소 이미지를 형성하는 

장소의 구성요소에 대한 인지도

가로에서의 소비활동 요소 3 0.732

전통‧문화 체험 요소 5 0.675

전통경관요소 4 0.568

장소 이미지 (전통적인, 최신유행의, 다양한, 재밌는, 역동적인) 5 0.653

장소 만족도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도) 3 0.934

<표5-5. 인사동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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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구조모형 구축 및 적합도 검증 

     앞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단계에서 축약된 자료들을 투입하
여 요인구조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모
델 수정 후 최종 경로모형을 구축하였다. 인사동의 장소 구성요소들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축약한 후 장소 인지구성요소가 되는 3개의 
잠재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잠재변수들이 공분산
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인구조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측정변수들
의 계수 값을 아래 <표5-5>로 정리하였다.  
     요인구조모형의 각 측정변수들의 계수 값에 대하여 유의성을 판
단하기 위하여 계수 값의 부호, CR값, 유의수준을 확인한 결과 외국
인 집단의 ‘재미’ 변수가 유의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내국인 집단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동일한 구조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공통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지는 변수가 아
니면 수용하도록 하였다. 
잠재변수 측정변수

내국인 외국인

Estimate C.R. P Estimate C.R. P

가로 소비활동

(길거리 쇼핑)

길거리 음식 0.517 2.790 0.005 0.399 2.187 0.029 
길에서 물건파는 상인들 1.010 5.052 *** 0.909 5.339 ***
의류, 화장품, 잡화 판매시설 1.574 7.382 *** 2.634 7.404 ***

전통문화체험

거리공연하는 사람들, 

거리의 화가/공예가
0.779 7.023 *** 1.115 6.273 ***

전통문화축제, 이벤트 0.809 7.526 *** 1.211 6.060 ***
갤러리, 화랑 0.693 6.635 *** 1.571 6.902 ***
전통음식점

(민속주점, 전통찻집 포함)
1.004 7.225 *** 0.826 6.145 ***

골동품점, 필방 0.527 5.033 *** 0.884 6.813 ***

전통경관

좁고 구불한 골목길 1.837 7.263 *** 1.916 6.065 ***
낮은 층수의 조그만 상점 1.130 5.446 *** 0.711 3.965 ***
한글로만 써진 간판 1.237 6.498 *** 2.520 7.379 ***
차 없는 거리 0.845 7.137 *** 1.361 6.018 ***

장소이미지

전통적인 1.155 7.640 *** 2.180 7.648 ***
최신유행의 1.066 8.087 *** 2.048 7.638 ***
다양한 1.236 6.423 *** 1.758 7.447 ***
재밌는 0.547 4.157 *** 0.037 0.251 0.802 
역동적인 0.980 6.963 *** 0.660 6.730 ***

총체적  

만족도

분위기 만족도 0.355 6.345 *** 0.343 6.620 ***
재방문의사 0.241 5.226 *** 0.301 5.122 ***
추천의도 0.170 4.262 *** 0.109 2.538 0.011   

<표5-6. 인사동 요인구조모형 측정변수들의 계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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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요인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20)한 결과 <표5-6>에
서 보듯이 내외국인 집단 모두 CMIN/DF가 2 미만이며 RMSEA가 
0.05에 근접하고 IFI, TLI, CFI 가 0.9이상의 값을 가져 요인구조모
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분 CMIN/DF RMSEA IFI TLI CFI

내국인 1.350 0.051 0.932 0.916 0.929

외국인 1.350 0.055 0.922 0.904 0.919

<표5-7. 인사동 요인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5) 경로모형 구축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요인구조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모형의 
적합성 판단 후 경로모형을 작성하였다. 경로모형은 총 5개의 잠재변
수와 20개의 측정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잠재변수 사이에 인과경로를 
설정하였다. 경로모형의 구성은 인사동 지역을 구성하는 물리적, 비 
물리적 요소들을 축약한 3개의 잠재변수(가로소비활동, 전통‧문화체
험, 전통경관)가 있으며, 세 구성요소가 장소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
향을 미치며, 이미지의 형성은 가장 우측에 위치하는 장소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만족도)로 이어지는 인과경로를 나타낸다. 내국인과 외국
인 집단 모두 동일한 경로모형을 가지게 되며, 두 집단의 장소 구성요
소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장소이미지 형성, 재방문의사, 추천의도와 같
은 행동의도와 만족도로 이어지는 인과구조 차이를 분석하였다. 
     경로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동일하게 적합도 
지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내외국인의 구조모형 적합지수들을 보면 
GFI, AGFI, CFI, TLI, IFI가 기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수정지수를 확인하여 수정과정을 거친 후 경로모형을 

20)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지수값들이 있다. 그 중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의 판단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CMIN/DF는 2~3 미만, 
RMSEA는 0.08 이하, GFI, AGFI, IFI, TLI, CFI는 0.9 이상의 값을 가지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희연‧노승철, 2012; 이길용, 2012; 김계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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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5-7>에서 나타나듯이 내국인의 경우 모
델 수정 후 카이제곱통계량이 21.727만큼 감소하였고 그 외 증분적합
지수 값이 모두 0.9이상의 값을 가지게 되어 모델의 적합도가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도 모델 수정 후 카이제곱통계량
이 22.256 감소하였고 다른 적합지수들도 수정 전에 비해 개선되어 
수정 후 모델을 최종 구조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수정지수를 통해 얻은 
중요한 정보는 내국인의 경우 잠재변수 ‘가로에서의 소비활동’과 ‘전통
문화체험’이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의 경우 ‘전통경
관’과 ‘전통문화체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사실은 환경구성요소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서로 상호관계
를 맺으며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영향관계를 맺는 인지요소들이 내외
국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구분 지수 
내국인 외국인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전 수정 후

카이제곱 카이제곱 통계량 240.545 218.818 254.828 232.568

불일치 정도
 CMIN/DF 1.476 1.368 1.563 1.436

 RMSEA 0.060 0.053 0.069 0.061

절대적합지수
 GFI 0.855 0.867 0.830 0.842

 AGFI 0.814 0.825 0.781 0.795

증분적합지수

 CFI 0.902 0.926 0.868 0.899

 TLI 0.886 0.912 0.846 0.881

 IFI 0.905 0.928 0.873 0.903

<표5-8. 인사동 경로모형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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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경로모형 분석결과 및 해석 

(1) 경로모형 잠재변수 간 분석 결과 
 
     인사동 지역 내외국인 방문객의 각 집단 별 장소 인지구성요소, 
장소 이미지, 장소에 대한 만족도 간의 경로계수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5-8>와 같다.  

집  단 경       로 표준화계수 C.R P-value 채택여부

내국인 방문객

길거리쇼핑요인 → 장소이미지 0.333 2.630 0.009 　채택

전통문화체험 요인 → 장소이미지 0.017 0.145 0.885 기각

전통경관 요인 → 장소이미지 0.343 2.157 0.031 　채택

장소이미지 → 총체적 만족도 0.851 4.827 *** 　채택

길거리쇼핑요인↔전통문화체험요인 0.297 2.259 0.024 　채택

외국인 방문객

길거리쇼핑요인 → 장소이미지 0.982 2.018 0.044 　채택

전통문화체험 요인 → 장소이미지 -0.004 -0.027 0.979 기각

전통경관 요인 → 장소이미지 0.173 1.120 0.263 　기각

장소이미지 → 총체적 만족도 0.960 7.175 *** 　채택

전통문화체험요인↔전통경관요인 0.575 3.210 0.001 　채택

<표5-9. 인사동 평가경로별 유의수준>

     먼저, 비표준화 계수에 대한 C.R.(Critical Ratio)값21)과 유의확
률을 통해 인과경로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내국인의 경우 장소 인지 
구성요소와 장소이미지, 총체적 만족도 간의 인과경로 계수 값을 보았
을 때, 먼저 장소 인지구성요소인 ‘길거리 쇼핑’요소와 ‘전통문화체험’
요소 간에 상호 유의한 계수 값(CR=2.259)이 나왔으며, 세 가지의 
인지 구성요소와 장소이미지와의 인과경로에서는 전통 문화체험 요소
(CR=0.145)를 제외한 ‘길거리 쇼핑’요소와 ‘전통경관’요소만이 유의
한 계수 값이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소 인지구성요소 중 ‘전

21) 구조방정식모형의 결과에서 변수 간 영향관계에 대한 해석은 표준화 계수를 통해 
이루어지나 유의성을 판단할 때는 비표준화 계수의 C.R로 판단한다. C.R.(Critical 
Ratio)은 표준정규분포의 검정통계량과 같다. 절대값 1.96보다 높으면 유의수준 5%에
서 유의하며 절대값 2.58보다 높으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다.(김대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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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화체험’요소와 ‘전통경관’요소 간에 상호 유의한 계수 값
(CR=3.210)이 나타났으며, 인지구성요소와 장소이미지 사이의 인과
경로에서는 ‘길거리 쇼핑’요소(CR=2.018)만이 유의한 계수 값이 나타
났다. 
     다음으로 각 잠재변수 간의 경로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장소이미지 형성구조가 <그림5-2,3>과 같
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외국인 공통적으로 ‘전통‧문화체험’과 
관련된 장소 구성요소들은 장소이미지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동 지역에 기획되어진 다양한 체험활동이
나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회성의 공연이나 대표적인 활동 외
에 내외국인 방문객들의 관심 및 참여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문화체험‘요소들은 직접적으로 장소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각각 상호 관계를 맺는 요소들을 통
해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내국인의 인지구조의 경
우 가로의 소비활동(0.297)과 전통문화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인지구조의 경우는 전통경관요소(0.575)들이 전통
문화요소와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외국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장소이미지 형성에 대한 장소 인
지요소들의 계수 값이 내국인은 ‘전통경관’요소가 0.3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외국인은 ‘가로 소비활동(노점상)’요소가 0.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소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내국인은 물리
적 요소를, 외국인은 가로에서의 활동적 요소를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소 만족도에 대한 장소이미지의 계수 값은 내
국인(0.85)에 비해 외국인(0.96)이 더 높게 나타나 내국인에 비해 외
국인에게 장소이미지가 지속적인 장소 방문유도를 위해 좀 더 중요하
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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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인사동 내국인의 장소이미지 형성구조>

<그림5-3. 인사동 외국인의 장소이미지 형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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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수 분석결과의 세부설명 및 해석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계수 값을 살펴보면, 먼저 내외국인 
집단 모두 잠재변수 ‘장소이미지’의 측정변수들 중에서 ‘재밌는’ 이라
는 변수가 가장 높은 계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집단 공통적으로 ‘장소이미지’라는 잠재변수가 ‘재미’라는 측정변수
의 분산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외국인 
두 집단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내국인 집단에서 ‘전통적인’ 측정변수
의 C.R 값은 4.403으로 ‘장소이미지’라는 잠재변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국인 집단에서는 C.R 값이 0.632로 장소이미
지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경우 측정 변수들 중 재밌는(0.61), 다양한(0.57), 전통적인(0.49) 순
으로 장소이미지 형성에 있어 중요한 변수들로 나타나지만, 외국인의 
경우 재미(0.6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동적인(0.36), 다양한
(0.33) 순으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장소이미지를 떠올리는 데 있어 전통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장소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 인지구성요소’ 잠
재변수 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장소 구성항목들을 살펴보면, 내국인
의 경우 장소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전통경관’ 잠재변
수 형성에 ‘낮은 층수의 조그만 상점’ 항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내국인은 인사동 지역의 전통경관 요소 중에서도 상점의 
층수, 규모와 한글로만 써진 간판, 좁고 구불한 골목길, 차 없는 거리 순
으로 요소들을 높게 인식한다. 낮은 층수의 소규모 상점, 한글간판과 같
은 요소는 타 장소와 구별되는 점이므로 내국인이 장소의 이미지를 떠올
리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로에서의 소비활
동’ 잠재변수 형성에 길거리 음식(0.8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는 장소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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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가로에서의 소비활동’ 잠재변수에 ‘길에서 물건파는 상인’(0.22)이 
가장 높은 계수 값을 가지며, ‘의류,화장품,잡화 판매시설’ 변수는 C.R 값
이 1.432로 나타나 ‘길거리쇼핑’ 잠재변수 형성에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의 인식이 가로에서의 소비활동 중에서도 의류,
화장품,잡화 판매시설과 같은 시설적 요소보다 인적요소를 강하게 인지한
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잠재변수 측정변수
내국인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

표준화

계수
C.R

P-

value

표준화

계수
C.R

P-

value

길거리쇼핑

길거리 음식 0.621 　 　 0.202 　 　

길에서 물건파는 상인들 0.599 6.178 *** 0.222 2.115 0.034 

의류,화장품,잡화 판매시설 0.690 5.033 *** 0.193 1.432 0.152 

전통문화체험

거리공연 하는 사람들, 
거리의 화가/공예가

0.452 　 　 0.574 　 　

전통문화축제 이벤트 0.981 3.702 *** 0.677 4.832 ***

갤러리, 화랑 0.565 4.283 *** 0.497 3.973 ***

전통음식점(민속주점, 전통찻집) 0.287 3.861 *** 0.587 4.437 ***

골동품점, 필방 0.621 4.344 *** 0.505 4.019 ***

전통경관

좁고 구불한 골목길 0.473 　 　 0.610 　 　

낮은 층수의 조그만 상점 0.517 2.954 0.003 0.773 5.238 ***

한글로만 써진 간판 0.500 2.931 0.003 0.319 2.879 0.004 

차없는 거리 0.427 2.790 0.005 0.620 4.917 ***

장소이미지

전통적인 0.491 4.403 *** 0.060 0.632 0.527 

최신유행의 0.195 1.934 0.053 0.168 1.695 0.090 

다양한 0.570 6.137 *** 0.327 3.271 0.001 

재밌는 0.607 　 　 0.675 　 　

역동적인 0.355 4.211 *** 0.364 4.674 ***

총체적  

만족도

분위기 만족도 0.868 　 　 0.807 　 　

재방문의사 0.910 14.781 *** 0.899 11.702 ***

추천의도 0.933 15.377 0.041 0.943 12.299 ***

<표5-10. 인사동 경로모형의 측정변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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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외국인의 강남역 일대 장소이미지 형성구조

1) 변수설정 및 모형설정 과정 

(1) 상관분석

① 만족도와 장소이미지 
     강남역 일대에서 내국인의 경우 아래의 <표5-10>와 같이 ‘재
미’, ‘역동성’이 총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며(p<0.01) 비교적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재미’와 ‘역동성’이 만족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재미’는 상관계수가 0.559로 내국인(0.315)에 비해 매우 만족도와 연
관성이 높다. 또한 내국인과 다르게 ‘최신유행’(0.321)이라는 장소이
미지가 총 만족도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강남역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재미와 역동적인 분위기와 연
관되어 있는데,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재미있고 역동적인 분위기뿐
만 아니라 최신유행을 반영하는 분위기가 총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내국인 외국인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도 총 만족도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도 총 만족도

전통적인 -.142 -.095 -.057 -.112 -.227* .001 -.057 -.102

최신유행의 .209* .018 -.049 .070 .276** .303** .243* .321**

다양한 .228** .153 .124 .192* .151 .188 .216* .220*

재밌는 .339** .300** .189* .315** .437** .499** .483** .559**

역동적인 .343** .231** .085 .252** .368** .288** .308** .375**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5-11. 강남역 일대 장소이미지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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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소이미지와 장소 구성요소  
   
     강남역 일대의 경우 내국인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높은 ‘재미’와 
연관된 요소는 드러나지 않았고, ‘역동성’은 음식점․까페․술집(0.261), 
대형브랜드 상점(0.240)이 p=0.01수준에서 유의한 요소들로 상관성
을 가지고, 의류․잡화 패션용품점이 0.188로 p=0.05수준에서 유의한 
요소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형성요
소로서 거리의 개성있고 특이한 사람들(0.333), 길거리 음식(0.204), 
‘최신유행’과 연관성이 있는 요소로는 대형브랜드 상점(0.242), 거리
의 개성있고 특이한 사람들(0.199), ‘역동성’은 뷰티샵(0.300), 거리
의 개성있고 특이한 사람들(0.198)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강남
역 일대에서 재미, 최신유행, 역동적인 느낌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공
통적으로 ‘거리의 개성있고 특이한 사람들’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특
징을 나타낸다.

 (2) 탐색적 요인분석

     앞서 인사동의 설문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방
법과 동일하게 강남역 일대에 대하여 설정한 설문항목들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인지 구성요소들을 3개의 요인으로 축약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
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각 요인의 특성을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베
리맥스(varymax)회전방법을 실시하였다. 인자 부하량은 0.4이상만 출
력하도록 하였고 가장 연구목적에 맞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을 추
출하기 위하여 총 14개의 변수 중에서 ‘길거리 음식’과 ‘음식점‧까페‧술
집’ 두 개의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의 변수로 총 세 개의 요인
을 추출하였다.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KMO 값은 0.739로 요인
분석을 위한 높은 표본 적합치를 보이며, 유의확률 p=0.00으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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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보여
준다. 요인추출 결과는 아래의 <표5-11>와 같으며, 1요인은 ‘쇼핑‧업
무’, 2요인은 ‘인적‧활동’, 3요인은 ‘현대경관’으로 명명하였다. 

성분

1 2 3

의류잡화 용품점 .747 - -

뷰티샵 .725 - -

대형브랜드 상점 .629 - -

대중교통시설 .537 - -

학원, 업무시설 .502 - -

거리에 개성있고 특이한 사람들 - .773 -

거리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 .698 -

홍보, 판촉행위 - .627 -

클럽, 노래방 - .524 -

고층빌딩 - - .860

강남대로 - - .730

밤거리 네온사인, 디지털 광고판 - - .633

요인 명명 쇼핑 ․ 업무 인적 ․ 활동 현대 경관

* 인자부하량 0.4 미만은 표시하지 않음

<표5-12. 강남역 일대 장소 구성요소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 신뢰성 분석을 통한 자료점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소 인지구성요소’, ‘장소이미지’, ‘총
체적 만족도’ 세 가지의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변수들에 
대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20개의 모든 변
수들에 대한 Cronbach's alpha값은 0.806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 다음으로 앞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이 장소 
구성인지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잠재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각 항목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밖에 장소 
이미지와 장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에 대해서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5-12>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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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 

항목수
Cronbach's alpha

장소 이미지를 형성하는 장소의 

구성요소에 대한 인지도

쇼핑 ‧ 업무요소 5 0.671

인적 ‧ 활동요소 4 0.634

현대경관요소 3 0.710

장소 이미지 (전통적인, 최신유행의, 다양한, 재밌는, 역동적인) 5 0.675

총체적 만족도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도) 3 0.910

<표5-13. 강남역 일대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결과>

(4)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구조모형 구축 및 적합도 검증 

     인사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남역 일대의 장소 구성요소들을 탐
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축약한 후 장소 인지구성요소가 되는 3개의 잠
재변수(쇼핑‧업무, 인적‧활동, 현대경관)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잠재변
수들이 공분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인구조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결
과 측정변수들의 계수 값을 <표5-13>로 정리하였다.  
     요인구조모형의 각 측정변수들의 계수 값에 대하여 유의성을 판
단하기 위하여 계수 값의 부호, CR값, 유의수준을 확인한 결과, 내국
인 집단의 ‘거리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변수의 계수 값이 음수이
며 유의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집단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구조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공통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지는 변수가 아니면 수용하도록 
하여 변수를 제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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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변수
내국인 외국인

Estimate C.R. P Estimate C.R. P

쇼핑‧업무

의류, 잡화 등 패션관련용품점 1.105 6.769 *** 0.963 5.059 ***
뷰티샵
(화장품, 미용실, 성형외과 등) 1.510 6.849 *** 0.420 1.991 0.046 

대형브랜드 상점 0.668 4.825 *** 1.736 6.038 ***
대중교통시설 1.140 7.877 *** 1.479 6.138 ***
학원, 업무시설 1.893 7.779 *** 2.788 6.316 ***

인적활동

거리의 개성있고 특이한 사람들 2.036 7.727 *** 0.916 4.018 ***
거리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0.312 -0.510 0.610 1.203 3.631 ***
길거리에서 홍보/판촉 행위
(전단지 배포) 1.597 7.067 *** 2.264 6.190 ***

클럽, 노래방 2.220 8.045 *** 1.874 6.220 ***

현대경관

고층빌딩 1.263 6.447 *** 0.641 1.970 0.049 
강남대로 1.201 6.449 *** 1.528 5.608 ***
밤거리 네온사인, 디지털광고판 0.909 5.851 *** 1.114 5.748 ***

장소이미지

전통적인 0.858 7.863 *** 1.745 6.361 ***
최신유행의 1.258 6.565 *** 0.855 4.524 ***
다양한 0.882 5.478 *** 1.923 5.839 ***
재밌는 1.007 6.645 *** 0.519 4.255 ***
역동적인 0.716 5.306 *** 0.684 5.026 ***

총체적 

만족도

분위기 만족도 0.539 5.167 *** 0.485 5.924 ***
재방문의사 0.230 2.360 0.018 0.338 3.422 ***
추천의도 0.789 7.009 *** 0.227 2.463 0.014 

<표5-14. 강남역 일대 요인구조모형 측정변수들의 계수 값>

     요인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표5-14>에서 보듯이  
내국인 집단은 모두 CMIN/DF가 3미만이며 RMSEA가 0.091로 기준
치인 0.08보다 높지만 근접한 값으로 양호한 수준이고, IFI, TLI, CFI 
또한 0.9 보다 높은 값은 가지지 못하지만 IFI와 CFI가 권장값에 근
접하다고 생각하여 수용 가능한 요인구조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외국인 
집단의 경우 CMIN/DF가 2미만이며 RMSEA가 0.08에 매우 근접하고 
IFI, TLI, CFI 가 모두 0.9이상의 값을 가지진 못하지만 IFI와 CFI가 
권장값과 근접한 수치이므로 요인구조모형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구분 CMIN/DF RMSEA IFI TLI CFI

내국인 2.066 0.091 0.819 0.779 0.813

외국인 1.556 0.082 0.825 0.779 0.814

<표5-15. 강남역 일대 요인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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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로모형 구축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적
합하다고 판단되어 경로모형을 작성하였다. 경로모형은 총 5개의 잠재변
수와 20개의 측정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잠재변수 사이에 인과경로를 설
정하였다. 경로모형의 구성은 강남역 일대를 구성하는 물리적, 비 물리적 
요소들을 축약한 3개의 잠재변수(쇼핑‧업무, 인적‧활동, 현대경관)가 있으
며 세 구성요소가 장소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미지의 
형성은 가장 우측에 위치하는 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족도)로 이
어지는 인과경로를 나타낸다. 앞서 분석한 인사동과 마찬가지로 내국인
과 외국인 집단 모두 동일한 경로모형을 가지게 되며 두 집단의 장소 구
성요소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장소이미지 형성, 재방문의사, 추천의도와 
같은 행동의도와 만족도로 이어지는 인과구조를 분석하였다. 
     내외국인의 구조모형 적합지수들을 보면 RMSEA가 0.08보다 높
으며, GFI, AGFI, CFI, TLI, IFI가 기준치인 0.9에 다소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지수를 확인하여 수정과정을 거친 후 
경로모형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5-15>에서 나타나듯이 내국
인의 경우 모델 수정 후 카이제곱통계량이 81.951만큼 감소하였고, 
RMSEA값이 0.076으로 0.08이하로 떨어졌으며, 절대와 증분적합지수 
값이 수정전보다 대체로 높아져 모델의 적합도가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도 모델 수정 후 카이제곱통계량이 36.412 
감소하였고 다른 적합지수들도 수정 전에 비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
다. 수정 후 모델 또한 적합지수들의 권장값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
지만 근접한 값을 가져 모델이 양호한 편이라 판단하였으며, 최종 구
조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수정지수를 통해 얻은 중요한 정보는 내국인
의 경우 잠재변수 ‘쇼핑‧업무’와 ‘현대경관’이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외국인의 경우 ‘쇼핑‧업무’와 ‘인적‧활동’요소가 ‘현대경관’요소
와 서로 상호 영향관계를 맺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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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수 
내국인 외국인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전 수정 후

카이제곱 카이제곱 통계량 349.472 267.521 266.811 230.399

불일치 정도
 CMIN/DF 2.269 1.749 1.627 1.449

 RMSEA 0.099 0.076 0.087 0.074

절대적합지수
 GFI 0.795 0.841 0.773 0.806

 AGFI 0.720 0.782 0.710 0.744

증분적합지수

 CFI 0.787 0.875 0.785 0.851

 TLI 0.737 0.845 0.751 0.822

 IFI 0.795 0.880 0.796 0.860 

<표5-16. 강남역 일대 경로모형 적합도 지수>

2) 최종 경로모형 분석결과 및 해석 

(1) 경로모형 잠재변수 간 분석 결과 
  

     강남역 일대 내외국인 방문객의 각 집단 별 장소 인지구성요소, 장소이
미지, 총체적 만족도 간의 경로계수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5-16>와 같다.  

집 단 경      로 표준화계수 C.R P-value 채택여부

내국인 방문객

쇼핑/업무 요인 → 장소이미지 4.714 1.957 0.050 채택

인적/활동 요인 → 장소이미지 0.099 1.064 0.287 기각

현대경관 요인 → 장소이미지 -4.498 -1.835 0.066 기각

장소이미지 → 총체적 만족도 0.991 4.521 *** 채택

쇼핑/업무 요인 ↔ 현대경관 요인 0.978 5.870 *** 채택

외국인 방문객

쇼핑/업무 요인 → 장소이미지 0.520 2.555 0.011 채택

인적/활동 요인 → 장소이미지 0.653 2.510 0.012 채택

현대경관 요인 → 장소이미지 -0.575 -1.874 0.061 기각

장소이미지 → 총체적 만족도 0.729 4.253 *** 채택

쇼핑/업무 요인 ↔ 현대경관 요인 0.459 3.093 0.002 채택

인적/활동 요인 ↔ 현대경관 요인 0.504 3.024 0.002 채택

<표5-17. 강남역 일대 평가경로별 유의수준>

     먼저, 내국인의 경우 장소 인지구성요소와 장소이미지, 총체적 
만족도 간의 인과경로 계수 값을 분석해보았을 때, 장소 인지구성요소
인 ‘쇼핑‧업무’요소와 ‘현대경관’요소 간에 상호 유의한 계수 값
(CR=5.870)이 나왔으며, 세 가지의 인지구성요소와 장소이미지와의 
인과경로에서는 ‘쇼핑‧업무’요소(CR=1.957)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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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소 인지 구성요소 중 ‘쇼핑‧업무’요소
와 ‘현대경관’요소 간에 상호 유의한 계수 값(CR=3.210)이 나타났으
며, 또한 ‘인적‧활동’요소와 ‘현대경관’요소 간에도 상호 유의한 계수 
값이 확인되었다. 인지구성요소와 장소이미지 사이의 인과경로에서는 
현대경관 요소(CR=-1.874)를 제외한 ‘쇼핑‧업무’요소와 ‘인적‧활동’요
소가 유의한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잠재변수 간의 경로분석 결과를 보면 강남역 일대에서
의 장소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장소이미지 형성구조가 <그림5-4,5>
와 같이 나타난다. 내외국인 공통적으로 ‘현대경관’과 관련된 장소 구성
요소들은 장소이미지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 강남역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현대적인 공간으로 상징되고는 있지
만 장소이미지에 영향을 미칠만한 랜드마크적 경관요소는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대경관’요소들은 직접적으로 장소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각각 상호관계를 맺는 요소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내국인의 인지구조의 경우 쇼핑‧업무
(0.98)요소와 현대경관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외국인의 인지구조의 경우는 쇼핑‧업무(0.46)요소뿐 아니라 인적‧활동
(0.50)요소들이 현대경관요소와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외국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장소이미지 형성에 대한 장소 인지
요소들의 계수 값이 내국인은 ‘쇼핑‧업무’요소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
난 반면, 외국인은 ‘인적‧활동’요소가 0.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내국인의 경우 쇼핑과 업무기능의 물적 시설들을 중심으로 강남의 이미
지를 형성한다면, 외국인은 거리의 사람구경이나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활동에 대한 인식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장소 만족도에 대한 장소이미지의 인과 경로계수 값은 내
국인(0.99)에 비해 외국인(0.73)이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계수 값이 높게 나타나 강남역 일대의 장소이미지는 내외국인의 방
문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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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강남역 일대 내국인의 장소이미지 형성구조>

<그림5-5. 강남역 일대 외국인의 장소이미지 형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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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수 분석결과의 세부설명 및 해석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계수 값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장소이미지’를 형성하는 측정변수들 중에서 역동적인(0.93)이라는 변
수가 가장 높은 계수 값을 보이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재밌는(0.80)
변수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는 장소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
어 내국인은 강남역 일대에 대해 ‘역동적’이라는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강하게 인지되는 반면, 외국인에게는 ‘재밌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준화 계수 값의 차이는 있지만, 두 집단 모두 
‘재미’와 ‘역동성’이 높은 계수 값을 가져, 장소의 이미지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외국인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내국인은 강남역 일대의 역동성(0.93), 다양성
(0.69), 현대성(0.32)이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비해 장소이미지 형성
에 있어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측정변수로 도출되었으며, 외국인은 재
미(0.80), 최신유행(0.68)과 같은 측정변수들이 내국인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남역 일대의 장소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장소 인지구성요소’ 잠재변수와 각 측정항목 요소들 간의 
계수 값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장소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쇼핑‧업무’ 잠재변수 형성에 대형브랜드 상점(0.69)이 가장 
큰 영향계수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은 장소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쇼핑‧업무’ 잠재변수 형성에 있어 뷰티샵(화장
품, 미용실, 성형외과)(0.93)에 대한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내국인은 
강남역 일대의 브랜드 상점에 의해 주로 이미지의 영향을 받는다면, 
외국인은 성형, 미용과 같이 뷰티와 관련된 시설을 가장 높게 인지하
며 이 지역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구
조모형에서 가장 ‘장소이미지’ 잠재변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적‧
활동’ 잠재변수는 거리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0.73)과 거리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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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있고 특이한 사람들(0.72)이 높은 계수 값을 가지고 영향관계를 맺
고 있는데, 이는 클럽‧노래방(0.28)과 길거리 홍보‧판촉행위(0.24)와 
같은 다른 측정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값으로 나타나, 이 
지역의 분위기를 떠올렸을 때 인적요소에 대한 외국인의 인지도가 매
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잠재변수 측정변수
내국인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

표준화
계수 C.R

P-
value

표준화
계수 C.R

P-
value

쇼핑/업무

의류,잡화 등 패션관련 용품점 0.621 　 　 0.706 　 　

뷰티샵 (화장품,미용실,성형외과) 0.599 5.538 *** 0.933 6.631 ***

대형 브랜드상점 0.690 6.102 *** 0.497 4.311 ***

대중교통시설 0.205 2.138 0.033 0.478 4.143 ***

학원/업무시설 0.282 2.878 0.004 0.339 2.933 0.003 

유흥/위락

거리의 개성있고 특이한 사람들 0.452 　 　 0.719 　 　

거리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0.981 3.778 *** 0.731 4.136 ***

길거리 홍보/판촉행위 0.565 4.544 *** 0.243 1.929 0.054 

클럽/노래방 0.287 2.995 0.003 0.281 2.206 0.027 

현대경관

고층빌딩 0.688 　 　 0.855 　 　

강남대로 0.575 5.693 *** 0.534 4.003 ***

밤거리 네온사인/디지털광고판 0.674 6.482 *** 0.486 3.727 ***

장소이미지

전통적인 -0.323 -3.592 *** -0.265 -2.190 0.029 

최신유행의 0.621 7.052 *** 0.682 5.600 ***

다양한 0.694 7.936 *** 0.468 3.799 ***

재밌는 0.758 　 　 0.798 　 　

역동적인 0.928 9.431 *** 0.696 5.723 ***

총체적 

만족도

분위기 만족도 0.408 　 　 0.704 　 　

재방문의사 0.298 5.072 *** 0.605 3.583 ***

추천의도 0.157 2.039 0.041 0.533 3.496 ***

<표5-18. 강남역 일대 경로모형의 측정변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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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한 내외국인의 차이
     인사동과 강남역 일대 두 지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내외국인의 
장소 인지구성요소, 장소이미지, 총체적 만족도 간의 인과 구조적 차이
를 분석하였으며, 각 장소에서 나타난 내외국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동에서 내외국인 인식의 구조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장소이미지 형성에 가장 높은 계수를 갖는 인지구성요소는 내국인의 
경우 ‘전통경관’(0.34)이며 외국인은 길거리음식, 길에서 물건파는 상
인과 같은 ‘가로에서의 소비활동’(0.98)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국인은 
가시적인 물리적 환경구성요소를 통해 이미지를 인지하는 반면, 외국
인은 가로에서의 사람과의 접촉, 소비활동, 음식체험과 같은 인적‧활동 
요소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외국인 두 집단 모두 장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재밌는’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가지는 공통점을 보였다. 차이점
으로는 내국인의 경우 장소이미지 잠재변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전통
적인’이라는 측정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외
국인은 유의하지 않은 측정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장소이미지’라는 잠
재변수는 최종적으로 ‘장소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외
국인에게는 인사동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인식되지 않으며, 전
통성보다 재미라는 장소에 대한 인식이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점이 내국인과의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강남역 일대의 경우, 내국인은 ‘쇼핑‧업무시설’(4.71)요소가 
장소이미지 형성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며, 외국인은 거리의 개성
있는 사람들이나 거리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 클럽‧노래방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이 일어나는 ‘인적‧활동’(0.65)요소가 강남역 일
대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국
인은 강남역 일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있어 기능이 포함된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외국인은 사람을 구경하거
나 접촉하는 경험으로부터 이미지가 형성되는 차이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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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세계화 시대에 서울은 국가적 범위를 넘어 세계도시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으며 풍부한 도시자원은 외래 관광객들을 끌어드리는 매력
으로 작용하여 도시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글
로벌한 관점에서 외국인이 서울의 장소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며, 실제 방문장소의 소비주체가 되는 내외국인 두 집단이 인지
하는 장소이미지를 비교분석한 실증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외국인 방문객의 장소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내국인 방문객의 인식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
함을 인지하고, 대상지의 내외국인이 인지하는 장소 구성요소와 장소
이미지에 대한 차이와 특징을 밝히고, 장소 구성요소, 장소이미지, 방
문 만족도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외국인이 바라보는 서울에 대한 다양한 이미
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시각인 ‘전통적인 서울’과 ‘현대
적인 서울’ 두 이미지를 대표하는 인사동과 강남역 일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두 장소에서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이 장소에 대해 인지하는 이미지의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인사동과 강남역 일대 두 장소에 대한 
이미지가 ‘전통성’과 ‘현대성’에 국한되어있지 않고, ‘재미’라는 인식이 
장소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소이미지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다차원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내국인은 두 장소
에 대해 학습적으로 인지된 전통성과 현대성이라는 장소이미지를 높게 
인식하는 반면, 외국인은 방문한 장소를 ‘재밌는’이미지로 일관되게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집단의 구조모형에서 ‘장소이미
지’라는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통
해 밝혀졌을 뿐 아니라, 기초통계분석에서 장소에 대한 만족도와 재방
문의사가 높은 집단에서도 ‘재미’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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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장소이미지를 형성하는 장소 구성요인에 대한 내외국인의 
차이가 나타났다. 경로모형에서 잠재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내국인은 건물높이, 가로의 너비와 같은 경관요소 또는 쇼핑시설, 업
무시설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 이미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외
국인은 길거리의 특이하고 개성 있는 사람들, 북적이는 많은 사람들, 
거리에서 물건 파는 상인, 길거리 소비활동 등 사람구경이나 인적요
소와 연관된 활동적인 요소를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는 차이점을 보인
다. 이는 물리적인 시설 뿐 아니라 장소에서의 사람들의 활동과 활동
의 기반이 되는 인적요소에 의해서도 이미지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인이 재밌는 장소라고 인지할 때, 고유한 매력요소로 높
게 인지하는 장소 구성요소에 대하여 내국인과는 다른 인식차이가 나타
났다. 외국인의 경우 인사동의 ‘길거리 음식(노점상)’, ‘거리에서 물건파
는 상인’과 같은 요소와 강남역 일대 ‘거리의 개성있고 특이한 사람들’, 
‘거리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요소를 통해 재미있는 장소로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는 물리적으로 형성되거나 계획되지 않았지만 길
거리의 사람구경, 소비활동, 맛보기 등과 같은 가로에서 일어나는 다양
한 활동과 체험,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장소의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넷째, 두 장소에서 내외국인 방문객의 장소이미지 형성구조를 파
악하여 장소 인지구성요소들 중 물리적 요소와 비 물리적 요소 간의 
상호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장소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장소에 대
하여 형성된 이미지가 방문객의 재방문의사, 추천의도,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도시
설계 및 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장소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
적, 비 물리적 요인들의 인과구조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
으며, 관광목적지로서 장소의 이미지향상은 외국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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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외국인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는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활동, 인적요소가 상호 
영향관계를 맺으며 보완적으로 잘 형성되어야 한다. 장소이미지 형성
에 있어서 ‘재밌는’ 이미지는 두 장소에 대해 내국인의 인식구조에서
도 중요한 변수로 인지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활동적 요소와 인적요
소를 통해 형성되는 ‘재밌는 장소’로의 이미지는 내외국인 방문객 두 
집단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가지는 장소의 전통적‧현대적인 이
미지에 대한 인식과 내국인의 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서울의 
장소들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 문화론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지역의 
기능이나 가치를 해석하고, 장소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
다고 판단되는 이질적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인사동 지역의 길거리 음식이나 가로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가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점이다. 내외국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적‧현대적 이미
지를 나타내는 시설물 설치, 경관 및 가로 조성과 같은 물리적 요소의 
계획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정형화 된 이미지의 틀을 벗어
나 글로벌 관점에서 내외국인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
기 위한 지역의 비 물리적 요소에 대한 다각적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방문객의 인식
이 방문횟수나 출신국가에 의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내국인의 인식과는 다른 외국인의 장소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특징적인 차이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외
국인의 세분화된 집단 특성은 비교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의 범위를 
전통적, 현대적 장소로 대표되는 인사동, 강남역 일대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향후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의 내외국인의 인식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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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on

Cognition of Place image

- The case of Insadong area and Gangnam

station district -

CHOI, Seong Ji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 variety of efforts are being made among

the global cities away from nations to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Today, Seoul is becoming one of the global cities by having an

advantage of abundant urban resources and it has led tourism

demands for foreign tourists. Thus, Seoul, as a global city, must not

be viewed in a local perspective but rather, in a global perspective in

the globalized market. Besides, distinctively different per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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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foreigners on the place image of Seoul

need to be investigated beyond the cultural views.

For that reason,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compare and analyze the

foreigners’ different perceptions regarding the image of visiting places in

Seoul based on the residents’ viewpoint and to draw an implication to

improve the image and visitor satisfaction. To this end, Insadong and

Gangnam station district which represent a typical image to foreigners as

'traditional Seoul' and 'modern Seoul', were set to be the research sites,

and the focus was to experimentally investigate the distinguishing

difference on the place image recognized by residents and foreigners.

First,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s a distinctive difference in

cognition on the image of both places. While residents more highly

recognize 'traditional' and 'modern' image of places based on their

learned behavior, foreigners are not limited to their learned perception

and recognize the image of both places consistently as 'fun'. Also,

this finding is supported according to the fact that a group of

foreigners who has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visit

shows a great interest in 'fun' image when recognizing both places.

Second, from the structure equation modeling, there was a

difference in factors which influence on a place image. It was

identified that residents acknowledge a place image through landscape

components and physical facilities while foreigners form a place

image either through watching other people on the street or activities

related to human elements.

Third, in recognizing the place as fun image, the attractive

elements foreigners pursue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residents.

The foreigners consider fun images by 'street food', 'street vendors'

in Insadong and 'unique and stylish people on the street', 'crowded

people on the street' in Gangnam station district. Th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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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s that factors such as watching people walk by, consumption

activities, experiences and bumping into crowds on the street make

places more attractive and fun according to foreigner's point of view,

although these are not intentionally planned and facilitated.

Finally, analyzed image formation structure of both residents and

foreigners demonstrates the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and

non-physical factors forming a place image and this kind of formed

image also highly influences satisfaction. That is, non-physical factors

for a formation of the place image in Seoul in which residents do not

easily recognize,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place image, and the

image formation is significant for consistently drawing positive

evaluations for a pla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confirm the

distinctive difference in cognition between residents and foreigners on

both traditional and modern images of places in a global perspective.

This implicates that when analyzing regional functionality or its value

of the specific place, it is necessary not only take into account

traditional and modern images according to cultural view, but also

develop a place where 'interesting' factors can be offered to both

residents and foreigners during the urban design or planning. In

addi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from both groups, it is

highly required to have a multidimensional consideration on

non-physical factors based on human factors or local activities as

well as physical factors by applying the difference in cognition

between residents and foreigners.

keywords : Place image, Place image formation structure,

Perception gap,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ent Number : 2012-2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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