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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보행친화적 환경은 도시설계 분야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온 가치

로서 보행을 증진시키고 가로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을 바탕으로 토지이용의 밀도와 다양

성 등 지역 단위에서 갖춰져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비해 가로 단위의 환경에 대

한 논의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상황이다. 우선 가로 환경

을 구성하는 많은 특성 가운데 보행자의 심리에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 특성에 대한 고려는 많지 않다. 또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가로 환경의 특성과 가로 이용 행태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만을 살펴봄으로써 그 사이에 존재하는 세부적

인 메커니즘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로 환경의 특성이 가로 이용으로 이어지는

세부 메커니즘을 보행자의 환경지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과정을 거쳐 개인의 내면에 형성되는 환경 특성으

로서 이미지어빌리티, 투과성, 복잡성, 응집성, 위요감, 휴먼스케일,

유지관리성이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등 세 가지 정서적 반응을

매개로 가로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세 가

지 정서적 반응 사이의 영향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환경 특성은 무엇이며,

그 이후에 후속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도출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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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분석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특성이 상이한 다수의 가

로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보행자의 심리적 반응을 측정할 필

요가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수 활용되어 온 현장조사로는

자료 구득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R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VR 이미지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인지적 환경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일반인과 도시계획 및 도시설

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가로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

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의 경우 위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분석에 적합한 통계 모형으로써 위계적 회귀분석과 2계층 경

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가로 환경의 인

지적 특성 가운데 안전함에는 유지관리성, 위요감, 투과성이 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편안함에는 유지관리성, 응집성, 투과성이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흥미로움에는 이미지

어빌리티, 복잡성, 투과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서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흥미로움은 높은 각성을 필요로

하며, 이에 비해 안전함과 편안함은 낮은 각성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각성 유발을 통해 흥미로움을 증진시키는 환경 특성이 안전

함과 편안함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trade-off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

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관계는 도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투과성 등의 환경 특성이 두 개 이상의 정서적 반응에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

다.

둘째, 안전함과 편안함, 편안함과 흥미로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나, 안전함과 흥미로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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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이론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안전

함, 편안함, 흥미로움 사이에는 위계관계가 성립하며, 특히, 이러한

위계가 단계적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편안함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선행하여 안전함이 갖춰져야 하

며, 흥미로움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편안함이 우선되어야 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실질적인 가로 이용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 가지 정서 가운데 흥미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행

증진 및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흥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어빌리티, 복잡성, 투과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편안함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흥미

로움이 증진되는 효과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가로활성화, 보행, 환경지각, 욕구이론, VR, 다층모형

학 번 : 2012-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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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옥외 공공공간의 활성화는 오랫동안 도시설계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옥외 공공공간으로서 가로는 도시라

는 생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혈맥과도 같은 공간이며, 가로가 사람이

나 물자의 이동 통로로써의 기능 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때, 도시

는 더욱 활력을 갖는다. 특히 도시 내 경제활동의 중심이자 도시의 이미

지를 결정하는 상업가로는 도시의 생존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상업가로의 활성화는 최근까지도 주요 도시들에서 중요한 과

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도시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인간 활동은 보행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가로 활성화는 보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보행량은

가로 활성화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며(오성훈·이소

민 2013; 이주아 2014; 이정우 외 2015; 김용훈·양승우 2017 등), 보행 친

화적 환경은 가로 활성화를 위해 가로공간이 갖춰야 하는 기초적인 조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에 과거 모더니즘 패러다임 하에서 기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구했던 차량 중심의 도시환경에 대한 성찰

과 더불어 가로에서의 삶이 갖는 중요성과 보행이 갖는 다양한 가치들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서구권의 주요 도시들은 1900년대 중반부터 보행환경

을 개선시키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 왔다. 이후 보행친화적 환경

혹은 워커빌리티(walkability)에 대한 논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등의 개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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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다 체계화 되면서 오늘날 거의 모든 도시설계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지향점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0∼1990년대를 기점으로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들의 보행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보행권에 대한 사회적 요

구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행환경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본격화되

었다(이신해 2016). 이 같은 사회적 흐름 하에 2000년대 중반까지 주요

지자체에서 보행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행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특히, 서울

시는 1997년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

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수준에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첫 지자체가 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서울시는 민선2

기에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1998년)’을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

로 1999년부터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선 3기

에는 두 번째 보행환경 기본계획으로서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

획(2004년)’을 수립하였다. 민선3기에는 ‘서울시청 광장 조성’, ‘청계천 복

원’, ‘광화문 보행광장 조성’ 등을 바탕으로 보행공간의 양적 확충이 이루

어졌으며, 민선 4기에 들어서면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과 함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민선5기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4년 법령에 근거한 최초의 보행계획

으로서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

시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을 발표하면서 4개 분야의 10대 사업을 선정

하여 추진하였다. 가장 최근인 민선 6기에 들어서 서울시는 ‘걷는 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민선 5기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의 범위, 내용, 방식

등을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8대 핵심과제와 35개 세부사

업을 새롭게 선정하였다.

이처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공의 노력은 꾸준히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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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도 초기에 강조되었던 보행자의

안전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아름답고 즐거운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신체적 활동을 증진시키고, 도시의 활력을 확보하며, 도시의 이미지를 고

도화시키는 것으로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에 적지

않은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기대했

던 효과들이 제대로 창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일부 문헌들에 따르면, 유사한 내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효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민현석·여혜진, 2012; 오

성훈·박예솔, 2017; 홍진기, 2017 등), 이와 관련하여 얀 겔(2013)과 제프

스펙(2015)은 지역과 장소가 가진 특성이 상이할 경우 유사한 전략을 적

용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어

떤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

한 주장에 대해 다수의 연구자와 실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

진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그러한 지역들이 갖추고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들은 무엇이며,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지역들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화

전략이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가로환경 개선 전략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지

역이 갖추고 있는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가로환경을 구

성하는 다양한 특성들 중에서 타 요소들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특정 요소

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 외의 요

소들이 가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향후 공공에 의해 추진되는 가로환경 개선 사업들의 실효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로공간의 환경 특성이 가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각

각의 가로환경 특성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학술적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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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가로의 물리적 환경 특성과 가로 활성화 사이에는 수많은 중간

단계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보행자가 감각기관을 통해 습득한 정보

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환경지각 과정은 보행자의

가로 이용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지각을 구성하는 세부

단계들 중에서도 인지와 정서는 매우 핵심적 요소들로 작용한다. 가로공

간에서 인지 과정을 거쳐 경험하게 되는 환경 특성에 따라 보행자가 느

끼는 정서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행자가 어떤 정서를 경험하거

나 혹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느냐에 따라 가로 이용 여부, 체

류 시간, 활동의 종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행 활동을 증진시

키고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로공간이 갖춰야 하는 물리적 환경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환경지각 원리와 특성을 반영하여 가로의 물리적 환경 특성이 보행 활동

및 가로 이용 증진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로 이용자는 하나의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인지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서들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각각의 인

지적 특성들과 정서적 반응들은 서로 복잡한 영향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틀 내에서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

다. 지금까지 가로환경의 인지적 특성들과 정서적 반응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개별 영향 관계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으나, 이 같은 결과들만으로는 이러한 변수들을 하나의 분석 틀에 포

함시켰을 때에만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관계들에 대한 논의를 이

끌어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특히, 특정 변수의 경우 매개효과나 조절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보행 증진 및 가로 활성화를 위

한 구체적인 환경 개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목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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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소를 개선하는 것 외에 조절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소를 함께 개

선하거나 오히려 선행하여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 같

은 논의들은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다양한 보행환경개선 관련 사업들의

효과가 왜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

시해주는 것 뿐 아니라, 향후 서로 다른 조건에서 보행 증진 및 가로 활

성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도출하는 데에

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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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의 목적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비교적 단순한 구

조로 살펴보았던 가로 환경 특성과 가로 활성화 간의 관계를 인간의 환

경지각 관점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가로 환경을 구

성하는 다양한 물리적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형성되는 인지 측면의 환경

특성들이 가로 이용자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서적

반응이 장소에 대한 선호 평가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가로 만족도와 가로

이용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기존의

관련 이론과 논의들을 종합하여 가로 환경 특성이 가로 활성화로 이어지

는 메커니즘의 중간 단계에서 작동하는 환경지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틀 내에 포함되

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이는 기존의 개별 연구들에서 파

편적으로 제시되어 온 논의들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종합함과 동시에 각

각의 연구들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요 변수들 간의 잠재적 영향관계들

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어떤 가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행

목적에 따라 가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니즈(needs)들이 적절하게 충족되

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욕구들의 충족은 안전함, 편안함,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반응들

은 가로공간의 물리적 환경 특성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서로 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특히, 각 정서적 반응들 간의 관계는 접근

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한 해석이 제시될 수 있는 바, 욕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른 요소들보다 우선적으로 충족되기를 바라는 요소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서들 간 위계적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나, 순수한

감정으로서 접근할 경우에는 복수의 정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반대로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발생시키는

부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 중 어떠한 상호작용이 발

생하느냐에 따라서 가로 환경 특성과 정서적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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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물리적 환

경 특성이라 하더라도 이외의 요소들에 따라 가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지각이라는

틀 내에서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반응에 포함되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복잡한 영향관계를 실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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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2.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고,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과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와 구체적인 연구 대상지를 설정한다.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을 수립하

기 위한 이론적 틀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수행된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지금까지 도출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

며, 연구의 한계를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

와 관련된 주요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논의의 쟁점을 구체화하

고,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4장의 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2장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가

설을 설정하며, 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분석 변수를 도출

한다. 이후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방법과 각 연구문제를 검증하

기 위한 분석 모형을 설계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설정한 각각의 가설에 대해 실제 분석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5장에서는 분석결과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며, 연구의 함의를 도출한다.

또한 연구의 한계를 논의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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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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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1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상업가로에서 가로

환경의 특성이 가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인간의

환경지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인지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가로환경의 특성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함

으로써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상업가로에서 특정 가로환경 특성이 긍정

적인 정서 반응을 거쳐 가로 이용 의사로 이어지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가장 유념해야 할 부

분은 분석 대상 가로를 선정할 때, 물리적 환경 특성이 상이한 가로들을

폭 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다양한

성격의 상권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분석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1).

상업가로는 기본적으로 가로와 인접한 필지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연구들이 용도지역 상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위치한 가로를 상업가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들의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속하는 가로까지 상업가로에 포함

시키고 있다(윤나영·최창규, 2013; 장진영 외, 2015 등). 그러나 가로 단

위에서의 실질적인 토지이용은 용도지역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개별 건

축물의 기능에 의해 구현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과 같은 건축

물은 용도지역 상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도 위치할 수 있기 때

문에 용도지역 지정 현황만으로는 실질적인 상업가로를 도출하기에 명백

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상업가로를 선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역 지정

현황과 더불어 실제 건축물 용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김용훈·양승우(2017)는 상업가로를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용도

가 판매, 서비스, 업무를 포함하는 상업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1) 이정우 외(2015)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의 약 90%를 차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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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분석 대상 가로를 선정하기에 앞서 1차

적으로 서울특별시 내 지하철 역세권 지역들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

별 연면적 비율을 조사하여 주요 상업지역을 우선 추출하였다. 분석 자

료로서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에서 제공하는 건물 데이터(2020년 10월 기

준)와 도로명주소 배경지도에서 제공하는 지하철역 데이터(2020년 8월

기준)를 구득하였으며, QGIS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

로 지하철역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에 포함되는 건물들을 추출하고,

건물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용도 코드와 「건축법」 시행령 상의

건축물 종류 구분 기준을 바탕으로 건물의 용도를 주거시설, 근린생활시

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기타 시설 등 5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한 후 각

역세권 별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

물의 연면적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울특별시 내에 존재하는 298개 역세권 지역들2)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

시설, 업무시설 건물의 연면적 합계 비율이 50% 이상인 47개 지역을 도

출하였다.

한편, 가로의 물리적 환경 특성은 기본적으로 가로가 위치한 지역의

기능적 위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서 서울시

중심지 체계상 성격이 상이한 지역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도출한 47개 역세권 지역들의 경우, 약 77%에 달하는

대다수의 지역들이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도심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 중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서 종각역, 을지로3가

역, 종로3가역, 명동역, 강남역, 신사역, 압구정로데오역, 신촌역, 홍대입

구역 역세권 등 9개 지역만을 최종 선정하고([그림2]), 이 외에 광역중심,

지구중심, 지역중심 해당하는 역세권 지역들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2) 서로 다른 지하철 호선에 속해 있으나, 환승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역들

은 동일한 지하철역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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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광역중심, 지구중심, 지역중심에 속하는 역세권 지역들 중 상업

기능이 강한 지역들을 도출하기 위해 상업지역 점포의 대부분을 구성하

는 음식점, 카페, 주점의 공간 밀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0년 10월 1일 기준 운영 중에 있으면서 음

식점 및 주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관광식당,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위치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커

널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림역, 이대역, 혜화역, 상수

역 합정역, 사당역, 몽촌토성역, 성수역, 건대입구역, 잠실새내역 역세권

등 10개 지역들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최근 핫 플레이스로 인식되

고 있는 뚝섬역 역세권(서울숲 일대)을 대상 지역에 포함시켰다([그림3]).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차로 20개 상업지역을 선정한 이후 2차로 각 지

역에서 실질적인 분석 대상이 되는 가로들을 선정하였다. 이 때, 필수적

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동일한 가로라 하더라도 구간에 따라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토지이용, 도로유형, 규모와 같은 특성들이 동

일한 구간을 분석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승남·이소민, 2016).

또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물리적 환경 특성의 조합들이 가능한 다양

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샘플을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

로드뷰 이미지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나의 가로 내에서는 전반적인

환경 특성이 동일하게 유지되나, 가로 간에는 이러한 성격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가로를 20개 상업지역 별로 10개씩 우선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200개의 가로를 대상으로 VR 이미지를 촬영한 후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가로환경의 특성으로서 이미지어빌리티, 복잡

성, 투과성, 응집성, 위요감, 휴먼스케일, 유지·관리성 등 7가지 변수에

대해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상(上), 하(下) 두 가지로 평가를 진행하였

다. 그리고 각 환경 특성의 조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60개 가로를

실질적인 분석 대상으로서 최종 선정하였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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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차 분석 대상지 선정

(상업 및 업무 건물 밀도가 50% 이상인 지역과 VR 촬영 위치)

[그림 3] 2차 분석 대상지 선정

음식점 및 주점업 점포의 커널밀도와 VR 촬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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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지 위계

상업 및 업무 건물 

연면적 비율

(%)

분석 대상 가로 수

(개)

종각역 도심 93.4 5

을지로3가역 도심 82.5 1

명동역 도심 78.2 1

강남역 도심 77.4 2

종로3가역 도심 75.5 3

홍대입구역 지역중심 63.4 5

신사역 도심 62.5 6

압구정로데오역 기타 53.8 1

신촌역 지역중심 52.5 2

신림역 지구중신 47,6 1

이대역 지역중심 47,3 1

혜화역 도심 44,0 2

상수역 기타 42.1 5

몽촌토성역 광역중심 38.1 3

사당역 지역중심 37.9 6

합정역 지구중심 32.1 5

뚝섬역 기타 28.5 1

성수역 기타 28.4 1

건대입구역 지역중심 20.1 2

잠실새내역 기타 9.5 7

합계 60

[표 1] 분석 대상 지역 및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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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2.1.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환경 조건 

2.1.1. 상업가로 활성화와 보행   

일반적으로 가로 활성화란 가로의 활력을 의미하며, 가로의 활력은 사

람들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활성화된 가로에는 다수의 이용자가 존

재하고, 이들에 의해 Gehl(2011)이 제시한 필수적 활동, 선택적 활동, 사

회적 활동과 같이 다양하고 풍부한 이용 행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도시

에서 발생하는 어떤 활동이든 그 시작과 끝은 반드시 보행을 거치기 때

문에 가로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보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윤영민, 2014; 이향숙 외, 2014; 장진영 외, 2015). 이에 어떤 측면을

보다 강조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

적으로 가로 활성화란 가로 공간 내에서의 보행자 수, 보행 빈도, 보행

활동의 다양성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다수의 연구들

에서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이다(이주아, 2014; 이새나리·김흥순 등).

그리고 이 중에서도 보행량은 가로 활성화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평가

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이정우 외, 2015; 김

용훈·양승우, 2017). 따라서 단순히 보행자 수나 보행빈도만으로 가로 활

성화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나3), 일정 수준 이상의 보행량이 가로 활

성화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요건임에는 분명하다(이주아,

2014).

또한, 상권 활성화란 지역 내로 다수의 방문자들이 유입되고, 이들에

3) 이주아(2014)는 이에 대해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보행량은 서비스

지역의 한정성으로 인해 강요된 보행일 수 있거나, 혹은 대중교통이용 등을 위한

단순 이동 목적의 보행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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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활발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점포의 이용과 매출이 증가하

며, 결과적으로는 점포 수 증가, 공실률 감소 등의 결과가 나타나는 일련

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권

활성화를 정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주

로, 공시지가, 점포 수, 종사자 수, 점포 매출액, 방문객 수 등이 사용되

고 있다(류태창·최봉문, 2013; 김륜희 외, 2015; 신우화·신우진, 2017 등).

이 중 방문객 수와 직결되는 보행량은 전술한 가로 활성화 뿐 아니라 상

권 활성화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보행량은 상권 활성화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상권 활성화를 결정하는 요

인이기도 하다. Turhan et al.(2013)은 점포의 성과를 결정하는 입지요인

들을 하나의 체계로 종합하면서 방문 인구와 관련된 특성이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행량이 판매시설의 수·종류·

매출과 지역의 자가·임대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들(최막중·신선미, 2001; 김용훈·양승우, 2017 등)을 바탕으로 실증되

었다. 더불어 활성화된 상권에서는 해당 지역이나 가로로 더 많은 방문

자들이 유입되면서 판매와 소비 활동이 다시금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보행량과 상권 활성화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다.

이렇듯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도심 상업가로에서 점포의 생존 가능

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1970년대 초부터 서구권에서 다수의 사례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져 왔다(Timmermans, 2004). 대표적으로

Weisbrod(1982)는 보행자 전용지구(pedestrian zone)의 도입 이후 그 이

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소매활동의 감소추세가 완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코펜하겐 중심부를 대상으로 한 Gehl(2011)의 조사에

서 보행가로와 보행광장이 증가할수록 해당 공간 내에 머무르는 사람들

의 수가 증가하며, 이러한 현상이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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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행 친화적인 환경이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은 도시설계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즉, 질적으로 우수한 가로 공간은 더 많은 유동인구를 유입시키며,

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담아내는 장소로 기능함으로써 주변 상권을 활성

화시킬 수 있다. Gehl(2011)은 통근·통학과 같이 필요에 의해 일상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필수적 활동은 주변 환경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선택적 활동은 사람들이 원할 때, 그리

고 시간과 장소가 허락하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즉, 질적 수준이 낮

은 환경에서는 단순 이동과 같은 필수적 활동만 발생하나, 질적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는 필수적 활동 외에 선택적 활동도 함께 증가한다. 그리

고 필수적 활동과 선택적 활동이 보다 나은 조건 하에서 발생할 경우,

간접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모든 활동들은 보다 많

은 사람들과 이벤트를 끌어들이는 자기증식 프로세스를 따르게 된다. 이

에 Gehl(2011)은 옥외 공공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의 연쇄적 파급 효

과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한 물리적 환경이 갖춰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인식한 서구권의 선진국들은 1950∼1960년대부터 도심부 상업지

역의 쇠퇴를 막고 재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보행자 공간을 개선하는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염인섭 외, 2002). 또한, 국내에서도 서울시

를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보행 친화적 도시 환

경 조성이 각 지자체의 주요 정책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

며, 그 일환으로 기존 가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 또한 꾸

준히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 사업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도시

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더불어 다수의 방문객이나 유동인구를

유입시킴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 또한 기

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들이 가로 공간 개선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 효과를 검증해 왔으나(윤정숙, 2007; 민현석·여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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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김사리, 2015; 김영국, 2015; 정진호 외, 2015; 석종수, 2016 등), 이

중 일부 문헌들에 따르면, 유사한 내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

례에서는 그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나는 등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민

현석·여혜진, 2012; 오성훈·박예솔, 2017; 홍진기, 2017 등).

이와 관련하여 제프 스펙(2015)는 지역과 장소가 가진 특성이 서로 다

를 경우, 유사한 전략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

은 아님을 언급하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곳

을 선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Jan Gehl(2013) 역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더 적은 비용으로도 더 큰 효과를 창

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

해 다수의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상권 활성

화를 위해 각기 다른 조건을 지닌 가로들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대한 논의를 펼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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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보행 증진을 위한 물리적 환경 특성  

보행 증진 및 가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에는 여러 가지

가 있으나, 어떠한 공간적 범위에서 정의되는 것인지에 따라 크게 행정

구역과 같이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 단위에서 형성되는 환경 특성, 보행

권과 같이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구역 단위에서 형성되는 환

경 특성, 그리고 가장 미시적인 위계로서 개별 가로 단위에서 형성되는

환경 특성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에 해

당하는 지역 및 구역 단위의 환경 특성들은 대체로 3Ds라 일컬어지는

밀도(Density), 다양성(Diversity), 디자인(Design) 요인으로 체계화 되어

다수의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다(Cervero & Kockelman, 1997; Lee &

Moudon, 2006; 이경환·안건혁, 2007; 이연수 외, 2013; 이향숙 외, 2014;

장진영 외, 2015; Hahm et al., 2017; 이종선·최혜민, 2018; Kang, 2018;

Park et al., 2019 등)4).

3Ds에서 밀도는 사람과 장소의 공간적 집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

행의 주체인 거주인구와 직장인구의 밀도가 높을수록 지역 내 보행량이

높게 나타나며(Kang, 2018), 이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들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 이동 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에 차량 대신 보행을 통해 목적지

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Dovey & Pafka, 2020; Cervero &

Kockelman, 1997). 다양성은 토지이용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

하는 다양한 건축물과 시설물들이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

을 의미한다(Dovey & Pafka, 2020). 근린 내에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존

재할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한 통행에 있어 근린 외부로의 차량 이동이

근린 내부에서의 일상적 이동으로 대체됨으로써 보행이 증가한다. 마지

막으로 디자인은 제인 제이콥스(2010)가 강조했던 조밀한 가로 패턴에

의해 형성되는 소규모 블록을 의미하며, 그 밖에 가로 내 보도, 가로등,

4) Cervero & Kockelman(1997)이 3Ds 모형을 바탕으로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을 처음으로 체계화 한 이후 Lee & Moudon(2006)의 3Ds+R, Ewing &

Cervero(2010)의 5Ds 등 보다 발전된 이론적 모형들이 제시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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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변 식재, 경사 등의 요소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질 경

우 보행 편리성과 어메니티가 향상됨으로써 보행이 증진될 수 있다. 즉,

보행이 가능한 공간 범위 내에 보행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다양

하게 밀집시키고,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다양하게 해줄 경우, 보행 이동의

효용이 증가하여 지역 내 인구가 동일한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

단으로써 차량보다 보행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Dovey & Pafka,

2020).

마지막으로 개별 가로 단위의 물리적 환경 특성이란 보도와 차도, 건

축물, 가로 시설물, 식재 등 가로공간을 구성하는 미시적 요소들에 의해

형성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Handy(1996)에 따르면, 가로 이용자는 보행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게 된

다. 따라서 감각기관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범위의 물리적 환경이 보행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 및 구역

위계에서의 물리적 환경 특성들이 주로 효용성 측면에서 차량 이동을 보

행 이동으로 대체함으로써 지역 내 전반적인 보행증진 효과를 가져 온다

면, 가로 위계에서의 물리적 환경 특성들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행자에

게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행 활동을 변화시킨

다. 따라서 보행 증진과 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갖춰져

야 하는 조건 만큼이나 가로 단위에서의 물리적 환경 특성 또한 매우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 단위의 물리적 환경 특성이 대부분

신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일단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를 변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면(Southworth, 2005), 가로 단위의 물리적 환경 특성은 상대

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 활

성화 전략으로서 공공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

미도 갖는다.

지금까지 보행을 증진시키는 가로 단위 환경 특성들을 밝혀내고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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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가로환경 구성 요소

차로 

수

중앙

선

횡단

보도

보도 

폭

보행

로 

유형

경사

가로

시설

물

가로

수

특화

거리 

사업 

등

보행 

장애

물

주차

차량

윤나영·

최챵규

(2013)

O

(+)
X

O(D)

(-)

O

(+)

O(D)

(+)

O

(-)
X X X X X

원유호·

이주형

(2014)

O

(+)
X X

O

(+)

O(D)

(+)

O(D)

(-)

O(D)

(+)
X X X X

이향숙 

외

O

(+)
O(D) O(D)

O

(+)

O

(+)

O(D)

(-)
X X X O(D) X

[표 2] 가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 구성 요소

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의 객관적인 특성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이들이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가로환경의 특정 속성에 대한 이용자의 주관적 인

식이 전반적인 만족도나 가로 이용 및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연구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차로 수, 중앙선 설치 유무, 횡단보도 설치 유무, 보

도 폭, 경사도, 가로 시설물 설치 유무, 식재 유무, 특화거리 사업 적용

여부, 보행 장애물 존재 여부 등이 보행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었다(윤

나영·최창규, 2013; 원유호·이주형, 2014; 이향숙 외, 2014; 원유호, 2015;

이정우 외, 2015; 장진영 외, 2015). 또한, 몇몇 연구들은 인접 건축물의

특성으로서 층수, 출입구, 주요 업종 등을 정량화한 변수까지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평균 층수, 개구부의 수나 주출입구의 비

율, 1층 의류패션업종 비율이 높을수록 보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기헌 외, 2014; 윤영민, 2014). 이렇듯 가로 공간 내 보행자 영역

이나 차량 영역의 규모, 가로시설물의 종류와 수, 인접 건축물의 용도 등

에 따라 가로 내 보행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미시적인 요소들

은 보행 동작과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로환경 설계

시 매우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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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원유호

(2015)

O

(+)
X

O(D)

(+)

O

(+)

O(D)

(+)

O(D)

(-)

O(D)

(+)

O(D)

(-)
X X X

이정우 

외

(2015)

O

(+)
X O(D)

O

(+)
O(D)

O(D)

(-)
X O(D) X X O(D)

장진영 

외

(2015)

O

(+)
X X

O

(+)

O(D)

(+)

O(?)

(-)
X X X O(D) X

O : 분석 변수로 포함

X : 분석 변수로 미포함 

(D) : 더미변수 

(+)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 

(-)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 

윤나영·최창규(2013)는 가로시설물로서 세부적으로 점자블록, 펜스 설치 여부를, 이정우 외

(2015)는 가로등 존재 여부를 포함시켰음 

두 번째 유형의 연구로서 가로환경에 대해 보행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하는 특성들을 다룬 연구들의 경우, 주로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서로 유

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개별 환경 구성요소들을 보다 상위의

속성으로 통합하여 이들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만족도나 가로 이용

의사 및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홍성조 외(2008)에

따르면, 가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증가할 경우 보행시간이 증가하고, 보행

시간의 증가는 지출금액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김수현

(2008) 또한 전체 만족도가 증가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언

급하였다.

이렇듯 가로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상업

가로 이용자의 만족도에는 업종의 다양성, 점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

비스의 가격과 질 등 점포 자체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 상업지역이나 점포의 위치적 특성으로서 접근성이나 연계성 등

도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상규, 2002; 김수현, 2008; 홍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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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8). 특히, 점포 관련 특성들은 방문 지역 선택이라는 의사결정과

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숙, 2009;

이상훈, 2010). 더불어 특정 지역이 갖는 독특한 분위기와 이미지도 방문

지역 선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날 이런 이미지의 형성과

전파에는 구전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구득한 정보가 매우 결정적인 것으

로 드러났다(이상훈, 2010). 토지이용 혹은 점포과 관련된 특성 외에 가

로공간에서의 안전성, 편리성, 뫠적성, 개방성, 경관성 같은 특질들 또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규, 2002; 임혜원, 2012; 김준영, 2016; 이영노, 2017).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만족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매력이나 분위기

와 같이 직접적·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특성들까지 포함하여 보행 증진 및 가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박소현

외(2009)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개별 환경요소들을 중심으로 한 연

구들의 경우 요소 간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잘못

된 추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환경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펼쳐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들은 공통적인 이론적 틀이나 기준이 부

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요인분석만으로 각 특성들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연구별로 요인의 수, 개념, 명칭 등이 상이해 각각의 분석 결과들을 체계

적으로 종합하여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일부 어려움이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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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로공간에서 보행자의 환격지각 특성   

2.2.1. 환경지각의 구성요소  

환경심리학적 관점에서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의 많은 수는 S-O-R 모델(자극-유기체-반응 모

델)을 기반으로 한다(Mehrabian & Russell, 1974; Jang & Namkung,

2013; Vieira, 2013; Nisco & Warnaby, 2014). 이에 따르면, 외부 자극으

로서 ‘환경적 특성(S)'은 유기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처리 과정

(O)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의 행동(R)'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행동

은 크게 해당 환경에 대한 접근(approach)과 회피(avoidance)라는 두 가

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그림 4]). 이 때, 외부의 자극이 인간에게 수용되

는 과정을 세분화 하면, 크게 감각 단계와 지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이 중 ‘감각(sensing)’이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빛, 소리, 냄새, 온도 등의 자극을 생리적으로 자각하는 과정에 해

당하며, ‘지각(perception)’이란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자극을 바탕으

로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 조직, 해석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Ittelson(1978)에 따르면, 환경지각에는 세부적으로 인지(cognitive), 정

서(affective), 해석(interpretative), 평가(evaluative) 등 네 가지 과정이

포함된다.5) 여기서 인지란 감각을 통해 주어진 정보에 대해 생각하고 조

직하고 저장하는 것, 정서는 환경에 대한 감성적 반응이나 느낌이 발현

되는 것, 해석은 환경에서 유래된 의미와 연상을 떠올리는 것, 평가는 가

치와 선호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지각과 인지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고 구분하느냐에 따라 두 개념 간의 관계는 다

소 상이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데, 임승빈(2007)은 지각이 넓은 의미의 인지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설명하였으며,

Nasar(1998)는 환경지각과 환경인지를 개별적인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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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O-R 모델과 환경지각

Ittelson(1978)은 처음 환경지각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면서 각 과정들

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했으나, Rapoport(1977)는 감각, 인

지, 평가, 행동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Carmona et al.(2003)은 인지, 정서, 해석, 평가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

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Nasar(1998)는 환경인지(Environmental

Cognition)가 정서적 평가(Affective Appraisals)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거쳐 최종적으로 환경에 대한 미적 반응(Aesthetic Response)이 발생한

다는 ‘환경 평가반응 모델(A model of Evaluative Response to the

Environment)’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미적 평가나 선호에 인지와

정서가 단계적으로 작용함을 강조하였다([그림 5]).

[그림 5] 환경 반응평가 모델(Nassa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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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가로환경의 인지적 특성 

1) 가로환경의 인지적 특성 도출 

앞서 언급한 환경지각의 네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도 인지와 정서는 환

경에 대한 이미지를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송영민 &

이동기, 2011). 특히, 보행자는 여러 감각 중에서도 주로 시각을 통해 가

로 공간 내에서 주어지는 자극의 대부분을 수용하며, 이후 이어지는 인

지과정 속에서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지각하기보다는 각 요소들 조직화하여 복합체(총체)로서 가로환경을 지

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로의 너비와 인접 건축물의 높이 등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개별 가로환경 구성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

특성으로서 위요감을 경험한다. 위요감 외에도 가로 공간 내에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요소들에 의해 다양한 특성들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적절하게 갖춰져 있을 때 가로환경의 질적 수준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인지 과정을 바탕으로 느껴지는 환경 특성을 지

칭함에 있어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Ewing et al.(2006)은 도시설계의 질적 특성(urban design quality), 김승

남·이소민(2016)은 가로의 종합적인 질(김승남·이소민, 2016)이라 표현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가로환경 특성들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지각 과정 중에서도 인지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경험되는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지적 특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가로환경의 인지적 특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가? 인지적 특성들에 대한 연구는 외부 대상을 향해 사람들의 미적 판단

혹은 선호가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

다. 특히, 황금비(golden ratio) 관련 연구를 시작으로 정신물리학 분야에

서 시각 자극과 선호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전되었으며, 1900년대 중반부터는 실험미학 분야를 중심으로 인간의

미적 경험을 유발하기 위해 외부 자극이 갖춰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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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이 중 대표적으로 Berlyne(1960)은 미적 선

호가 시각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각성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면

서 이러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6). 그리고

그 중 자극 자체의 특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복잡성(complexity), 새로

움(novelty), 놀라움(surpriseness), 부조화(incoungruity) 등 네 가지 인

지적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대조적 속성(collative property)이라

명명하였다.

이 외에도 실험미학 분야에서 도형과 기하학적 패턴 등 비교적 단순한

시각 자극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축적되었으며, 이후 이

러한 연구 흐름은 환경심리학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환경, 그 중에

서도 특히 경관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은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춘

환경을 선호하는지, 또한 왜 그러한 환경을 선호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

는 이론적 토대들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 선호를 결정

하는 다양한 인지적 특성 변수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로서 Kaplan and Kaplan(1989)은 ‘정보처리이론’을 바탕으로 복잡성

(complexity), 응집성(coherence), 신비감(mystery), 가독성(legibility)이

환경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특성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Appleton(1975)의 ‘조망-은신이론’에서 제시된 조망(prospect)과 은신

(refuge) 개념을 토대로 Herzog(1992)는 개방감(spaciousness), 위요감

(enclosure) 등의 인지적 특성들을 도출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Kaplan

and Kaplan(1989)이 제시했던 네 가지 특성들까지 포함하여 각각의 인

지적 특성들이 환경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후 다수의 연구들을 거쳐 기존에 제시되었던 인지적 특성들이 유사

한 개념으로 통합 혹은 세분화되거나,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

는 등 다양한 변수들이 구축되어 왔다. 이러한 변수들을 다시 체계적으

6) 자극의 강도와 관련된 특성으로서 정신물리학적 요인(psychophysical property),

인간의 타고난 처리 능력이나 학습된 의미 등을 포함하는 생태적 요인(ecological

property), 대조적 속성(collative property)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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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합한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서 국내에서는 주신하(2003)가 도시경

관과 관련된 12개의 인지적 특성들을 정립하였으며, 해외에서는 Ewing

et al.(2006)이 ‘도시설계의 질적 특성(urban design quality)'이라는 개념

하에, 보행증진을 위해 옥외공간의 환경이 갖춰야 할 인지적 특성들을

복잡성(complexity), 응집성(coherence), 투과성(transparency), 위요감

(enclosure), 휴먼스케일(human scale), 유지관리성(tidiness), 연결성

(linkage), 가독성(legibility), 이미지어빌리티(imageability) 등 9개로 정리

하였다. Ewing et al.(2006)이 제시한 9가지 변수들은 기존의 방대한 관

련 문헌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지금까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어 왔

으며 또한 도시공간에서의 중요성이 검증된 51개의 변수들을 도출한 후,

이들을 유사한 개념끼리 통합하여 소수의 변수로 재구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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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요 인지적 특성 변수들에 대한 연구 흐름

(주신하, 2003의 연구를 수정 및 보완)

이 같은 측면에서 세부적인 분류 기준이나 변수 명칭에 있어서는 다소

의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변수들 대부분이

Ewing et al.(2006)의 9가지 변수 체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

림 4). 이에 가로환경의 인지적 특성을 9가지 변수로 정리한 이 체계는

가로환경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 최근의 연구들(Ameli et al.,

2015; Nunes & Vale, 2015; Bereitshaft, 2017; Ernawati et al., 2018;

Hamidi & Moazzeni, 2019; Hooi & Pojani, 2019; Park et al., 2019 등)

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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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로환경의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 Ewing

et al.(2006)이 제시한 변수 체계를 활용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자 하는 인지적 특성이란, 개별 가로에서 감각기관을 통해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인체와 가까운 범위 내에서 지각되는 물리적 환경 특성

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Ewing et al.(2006)이 제시한 연결성과 가독성의

경우, 도시 전체와 같이 비교적 넓은 지역 범위에서 장기간의 체험과 그

를 통해 체득된 기존의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이기에 가로 단위에서

형성되는 특성이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

가지 인지적 특성 중 연결성과 가독성을 제외한 복잡성, 투과성, 응집성,

위요감, 휴먼스케일, 유지관리성, 이미지어빌리티 등 7가지 인지적 특성

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2) 가로환경의 인지적 특성별 개념  

우선 각 인지적 특성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복잡성(complexity)은 시각

적 풍부함(richness), 다양성(variety)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공간을 구성

하는 요소들 가운데 인식 가능한 차이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의미한다

(Rapoport and Hawkes, 1970). 복잡성은 가로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

조경 요소, 가로 시설물, 표지판과 간판, 인간의 활동 등에 의해 결정된

다(Ewing et al., 2006). 특히, 건물의 크기, 형태, 재질, 색, 디자인, 세부

적인 장식 등은 복잡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Jacobs &

Appleyard, 1987; Jacobs, 1993), 가로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풍부한 질감

의 디테일 또한 복잡성에 영향을 미친다(Arnold, 1993). 또한, 가로등, 분

수, 벤치, 예술 작품과 같은 가로 시설물도 복잡성을 변화시킨다(Jacobs,

1993). Cullen(1961)은 간판이 21세기 도시 경관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으며, Nasar(1987)는 표지판과 간판의 형태,

색, 방향, 글꼴 등에 따라 복잡성이 달라짐을 언급하였다.

투과성(Transparency)이란, 사람들이 가로공간의 경계 너머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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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보거나 지각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Ewing

et al., 2006). 투과성은 가로 레벨에서 인접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실내

활동과 가로공간에서 발생하는 옥외 활동을 연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특히, 상업가로에서 투과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쇼

윈도우는 가로공간에서 구경이라는 행위를 발생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점포의 이용을 유도하게 된다. 투과성은 가로공간을 정의하는 입면에서

빛이나 공기가 투과될 수 있도록 해주는 창문, 출입구, 조경 등의 요소들

에 의해 만들어진다(Ewing & Clemente, 2013). 다만, 이러한 요소들의

위치, 규모, 형태, 재질 등에 따라 투과성은 매우 달라질 수 있는데,

Ewing and Clemente(2013)에 따르면, 같은 창문이라 하더라도 반사 유

리의 경우에는 투과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실내조명이나 그림자 등에

의해서도 투과성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Arnold(1993)는 높은 캐노피를

가진 나무들은 위요감을 형성함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투과성을 강화시키

나, 캐노피가 낮은 나무들의 경우 오히려 투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응집성(Coherence)은 시각적 질서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가로공간을 구

성 요소들의 스케일, 배열 등의 특성에 있어 일관성(consistency)과 상보

성(complementarity)을 의미한다(Ewing et al., 2006). Jacobs(1993)는 가

장 성공적인 가로에서는 각 건물들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높이나 외형에

있어서 조화를 이룸을 언급하였으며, Arnold(1993)는 전통적인 건축물들

의 경우, 지역 내에서 생산된 공통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확보

함으로써 선호되는 경관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하였다.

위요감(enclosure)이란 건물, 벽, 나무, 기타 수직적 요소들에 의해 외

부공간이 시각적으로 얼마나 잘 정의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Ewing et

al., 2006). 여기서 공간이 시각적으로 정의된다는 것은 수직적 요소들에

의해 공간 외부를 향하는 시선이 차단되고 공간 이용자의 시야가 일정

영역 내부로 제한됨으로써 공간의 경계가 명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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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수직적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차도 혹은 보도에 인접해 있는

건축물이다. 비슷한 높이의 건물들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배열되

어 가로벽(street wall)이 형성될 때, 위요감이 강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가로벽의 연속성이 끊기거나, 더욱이 이로 인해 생겨난 건물과 건물의

사이 공간이 공지나 주차장처럼 보행자의 활동을 저하시키는 용도로 사

용될 경우 위요감은 약화된다(Ewing & Clemente, 2013). 인접 건축물

외에도 가로변에 연속적으로 심겨진 가로수(Arnold, 1993), 가로 끝에 위

치하여 비스타(vista)를 형성해주는 구조물(Anders Duany), 비스타

(vista)를 결정하는 또 다른 특성으로서 가로패턴(Ewing & Clemente,

2013), 노상주차(Ewing & Clemente, 2013) 등에 따라서도 위요감이 달

라질 수 있다. 또한, 위요감은 수직적 요소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수직면

의 높이와 바닥면의 너비 간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이다(Alexander et al.,

1977; Carmona et al., 2003; Im, 1983, Lynch & Hack, 1975, Moughtin,

1992, Nelessen, 1993). 수직면의 높이에 비해 바닥면의 너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수직면에 의해 감싸지면서 형성되는 폐쇄감이 작용하기 어려

우며, 반대로 바닥면의 너비에 비해 수직면의 높이가 과도하게 높을 경

우 답답한 느낌을 주게 된다. 이와 달리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공간의 이용자는 마치 실내에 있는 것과 같은 아늑한 느낌을 받을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높이와 너비의 비율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공간의 규모에

따라 위요감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절대적인 부피도 위요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Alkhresh, 2007). 이 밖에도

다양한 특성에 의해 위요감이 달라질 수 있는데, Stamps and

Smith(2002)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위요감 결정 요인에 해당하는

6가지 물리적 요소(picture format, proportions of views covered by

walls, proportions of views covered by ground, average lightness of

the scene, depth of view, number of sides open at the front of the

scene)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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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스케일(Human Scale)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이 인간의 체격, 자

세, 동작, 감각 등에 적합한지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Ewing and

Clemente(2013)는 가로 공간에서 휴먼스케일을 건축물의 디테일, 바닥

포장, 가로수, 가로 시설물 등과 같은 물리적 요소들의 크기, 질감 등이

인체의 크기와 비율, 인간의 보행 속도에 잘 대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한편, 휴먼스케일의 개념은 크게 사회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구

분될 수 있으며(Blumenfeld, 1953), 물리적 측면에서의 휴먼스케일은 다

시 신체적, 보행척, 감각척으로 구분될 수 있다(임승빈, 1989). 이 중 신

체척이 주로 생활도구, 기계, 공업제품의 디자인에 관련된 개념이고, 보

행척이 인간의 보행능력에 따른 이동 한계 거리와 관련된 개념이라면,

감각척이란 인간의 지각능력과 관계되는 개념이다(임승빈, 1989). 따라서

환경지각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인지적 특성으로서 휴먼스케일은 시각척

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승

빈(1989)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상이 휴먼스케일로 지각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너무 크지 않을 것,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 익숙한

크기의 사물이 함께 배치될 것, 균형 있는 비례를 지닐 것 등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위요감과 유사하게 휴먼스케일에 있어서도 다양한

물리적 요소 가운데 공간의 규모와 이를 정의하는 인접 건축물의 규모

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건물의 높이와 건물 입면의 너비가 너

무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건물 높이와 관련하여 학자마다 휴먼스케일을 확보할 수 있

는 한계 높이를 제시해 왔는데, Blumenfeld(1953)는 3층, Alexander et

al.(1977)은 4층, Lennard and Lenaard(1987)는 6층을 넘지 않을 것을 주

장하였다. 다만, 공간이나 건축물의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건물 상층부

의 건축선 후퇴(Roger Trancik, 1986), 건물 입면의 디테일(Richard

Hedman, 1984), 가로수(Henry Arnold, 1993), 작은 스케일의 바닥 포장

패턴이나 가로 시설물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휴먼스케일을 확보할 수 있

음이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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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성(Tidiness)는 장소가 청결하게 유지되고 훼손 없이 잘 관리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Ewing et al., 2006). 기본적으로 균열이나 요

철이 없는 보도는 보행자의 편안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

에 해당한다. 또한, Kelling & Willson(1981)에 따르면, 낙서와 불법부착

물과 같은 무지서한 행위와 상태가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이

러한 무질서한 양상이 보이는 지역에서는 범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가 훨씬 클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미지어빌리티(imageability)란, 어떤 장소가 다른 장소와 뚜렷하게 구

별되도록 하고,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만드는 특성을 의미한다

(Ewing et al., 2006). Kevin Lynch(1960)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재하는

환경을 머릿속에서 재조직하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 본 것들 중 일부를

축소하기도 하고, 일부는 강조하기도 하면서 질서정연한 패턴을 마음속

에 그리게 된다. 이 같은 정보 처리 과정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

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장시간 기억되는 요

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독특한 요소들은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장소에 대한 인상을 형성시킨다. Ewing and Clemente(2013)는 개

별 가로 단위에서 독특한 건축물, 지형, 시설물과 같은 랜드마크적 요소

가 이미지어빌리티의 형성과 강화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다만, 랜

드마크가 반드시 거대한 구조물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특

이성을 갖는다면 작은 요소라 할지라도 랜드마크로써 기능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또한, 이미지어빌리티는 랜드마크와 같은 개별 요소에 의해 형

성될 수도 있으나, 다른 인지적 특성들이 종합된 최종 결과이기도 함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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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복잡성

(complexity)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시각적으로 구분 가능한 차이가 

다양한 정도

투과성

(transparency)

가로공간의 경계 너머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볼 수 있는 

정도

응집성

(coherence)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와 규칙을 바탕으로 조

화를 이루고 있는 정도

위요감

(enclosure)

수직적 요소들에 의해 가로공간의 경계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정

의되고, 이러한 수직면의 높이와 바닥면의 너비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도 

휴먼스케일

(human scale)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인체의 크기, 비율, 움직임에 잘 대

응하도록 조성되어 있는 정도  

유지·관리성

(tidiness)
장소가 청결하게 유지되고 훼손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정도  

이미지어빌리티

(imageability)

가로 이용자에게 즉각적으로 인식되어 다른 장소와 뚜렷하게 구별

되도록 하고, 강한 인상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만드는 정도 

[표 3] 인지적 특성별 개념 (Ewing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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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보행자의 정서적 반응 

정서(emotion)7)란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외부적 또는 내부적

사건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으로 신경생리 반응, 운동 표현, 그리고 주관

적 느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Scherer, 2000; 손진훈, 2011). 정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 간 상이한 시각이 존재하며 지금

까지 수많은 정의가 제시되었으나,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정서가 외부의 사건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다(Shiota &

Kalat, 2015). 이와 동시에 정서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Hull

& Harvey, 1989), 환경 특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주요한 매

개요인으로 작용한다(Mehrabian & Russell, 1974).

즉, 특정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된다면 환경으로의 접근

이 증가하나,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된다면 환경을 회피하고자 하

는 경향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가로 이용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정서들을 경험해야 가로 공간을 더욱 활발하게 이용하는가? 이를 위해

물리적인 차원 뿐 아니라 비 물리적인 차원까지 포괄하여 보행 친화적

환경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종합한 대표적인 연구

들을 살펴보면, 우선 Fruin(1971)은 보행 향상의 기본 원칙으로서 안전성

(safety), 보안성(security), 편리성(convenience), 편안함(comfort), 매력성

(attractiveness), 연결성(system continuity), 응집성(coherence)을 강조하

였다. Southworth(2005)는 도시에서 워커빌리티(walkability)8)를 증진시

키기 위한 여섯 가지 조건으로서 지역 단위(macro-scale)에서 달성되어

7) 정서, 그리고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 감정은 서로 명확한 구분 없이 유사한 의미

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손영민·이동기, 2011), 이와 관련된 영어 표현으로

서 emotion, affect 등도 연구자마다 일정한 기준 없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 감정, 감성의 의미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정서

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며, 영어 표현으로 emotion과 affect 또한 모두 정서

로 해석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8) 워커빌리티(walkability)란 보행가능성 또는 보행친화성 등으로 옮길 수 있으며,

특정 도시나 지역이 얼마나 걷는 데 적합한지를 의미한다. 제프 스벡(2015)에 따

르면, 워커빌리티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이자 동

시에 도시의 활력을 가늠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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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특성으로서 가로 연결성(connectivity), 대중교통 연계성(linkage

with other modes), 토지이용의 다양성 및 강도(fine grained and varied

land use patterns)와 가로 단위(micro-scale)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특성

으로서 안전성(safety), 가로의 질(path quality), 가로의 콘텍스트(path

context)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프 스펙(2015)은 워커빌리티 확보를 위한

10가지 전략을 크게 유익한 보행(useful walk), 안전한 보행(safe walk),

편안한 보행(comfortable walk), 흥미로운 보행(interesting walk) 등 4가

지 상위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구분 세부 내용

가로 연결성

(connectivity)

Ÿ 보도 및 보행로의 유무, 조밀한 가로 패턴(교차로의 
밀도, 블록 크기 등), 막다른 길·쿨데삭·간선도로·철
로·하천·지형 등 보행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소의 유
무    

대중교통 연결성

(linkage with other modes) 
Ÿ 버스·지하철·기차 등 다른 통행수단에 대한 접근성 

토지이용의 다양성 및 강도

(fine grained and varied land 

use patterns)

Ÿ 상점·카페·은행·세탁소·식료품점·체육관·유치원·도서
관·공원 등 일상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들
에 대한 접근성 

안전성

(safety)
Ÿ 교통사고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편리성

(path quality)

Ÿ 매끄러운 바닥 표면, 충분한 폭, 보행을 방해하는 요
소(전신주, 메일함, 신문 자판기 등)의 유무, 조경, 조
명시설 등 

흥미성

(path context)

Ÿ 보행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보다 많은 보행자를 끌어
들이는 특성 (가로 입면의 투명성, 눈에 보이는 활동, 
조경, 조명시설 등) 

[표 4] 워커빌리티를 위한 6가지 조건(Southworth, 2005)

이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는 오성훈·남궁지희(2011)가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걷기 쉬운 보행환경’, ‘걷고 싶은 보행환경’ 등 세 가지

조건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중 걸을 수 있는 보

행환경이란, 보행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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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집단의 보행동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충분한 공

간, 보행에 적합한 바닥 포장, 보행자의 안전 등이 확보된 환경을 의미하

며, 특히, 안전에는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등에 의한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 강도·절도·폭행 등 노상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행 장애물로 인한

부상으로부터의 안전이 포함된다. 걷기 쉬운 보행환경은 보행 용이성과

관련된 기능적인 조건으로서 연결성, 연속성, 가독성이 포함되는데, 연결

성은 일정한 면적 범위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 특성을, 연속성은 교차로

나 횡단보도 등에 의한 단절 여부를, 가독성이란 길 찾기의 용이성을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보행환경은 즐거운 보행경험과 관련된 질

적인 조건으로서 쾌적성(comfort), 즐거움(pleasure)과 매력(attraction),

장소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주장들을 종합하

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환경이 갖춰야 하는 특성은 안전함(safety), 편안

함(comfort), 흥미로움(interest)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보행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보행자가 가로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

이자 이러한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보행자가 느끼는 정서적 반응은 안전

감(sense of safety), 편안함(sense of comfort), 흥미로움(level of

interest)이라 할 수 있다.

구분
Fruin

(1971)

Southworth

(2005)

Jeff Speck

(2015)

오성훈·남궁지

(2011)

안전감

(sense of safety)

safety

security
safety safe walk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편안함

(sense of 

comfort)

convenience

comfort
path quality

comfortable 

walk 걷고 싶은 

보행환경
흥미로움

(level of interest)
attractiveness path context

interesting 

walk

[표 5] 가로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보행자의 핵심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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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세 가지 정서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우선 안전감

은 보행자에게 신체적인 부상을 초래하거나 심리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

성이 있는 위험 요소들이 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존재하더라

도 적절히 통제됨으로써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

서 위험 요소란, 오성훈·남궁지희(2011)의 연구를 토대로 자동차·오토바

이·자전거 등 동력 수단에 의한 교통사고, 강도·절도·폭행과 같은 노상

범죄, 낙상이나 충돌 등을 유발하는 보행 장애물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편안함은 일반적으로 육체적(physical), 생리적(physiological), 심리적

(psychological)으로 인간의 몸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쾌적한(pleasant)

상태로 정의되나(Slater, 1995; Sarkar, 2003). 기본적으로 매우 포괄적이

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이에 Zakaria and Ujang(2015)는 개인에 따라

편안함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

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영어 단어로서 comfort는 ‘편

안함’ 외에 각각 ‘안락함’, ‘쾌적함’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 중 ‘쾌

적함(pleasant)’으로서 comfort는 주로 공기의 질, 온도, 소음 등의 요소

들과 관계된다(관련 연구). 이 외에도 comfort는 ‘편리함(convenience)’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행 동작이 쉽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도 폭, 바닥 포장, 조명·벤치·캐노피 등 각종

가로 시설물과 관계된다(Southworth, 2005; Alfonzo, 2005 등). 이 같은

측면에서 Alfonzo(2005)는 보행의 용이함(ease), 편리함(convenience), 만

족(contentment)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편안함을 설명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논의들을 종합하여 편안함을 가로 공간

에서 원하는 활동을 쉽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영위할 수 있음으로써 얻

게 되는 정서이자 안락하고 평온한 상태로 정의한다.

흥미로움은 보행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매력적인 환경에서 느낄 수 있

는 정서이다. 지루하거나 단조롭지 않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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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시각적 만족감은 보행 운동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에 대한 보상이

자 이후의 보행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오성훈·남궁지희, 2011). 흥

미로움은 연구에 따라 즐거움(pleasure, pleasurability)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즐거움은 뒤에서 살펴볼 정서 원형 모델에서 긍

정적이면서 비각성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서에 해당하며, 흥미로움은 개

인의 내면에서 각성이 유발됨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이고 각성적인 영역

에 가까운 정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움과 흥미로움 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흥미로움을 단조롭거나 지루하지 않으며, 매력적인 환

경에서 가로 이용이 재미있고 즐겁다고 느끼는 상태로 정의한다.

앞서 살펴본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반응 모두 환경지각을 거쳐 주관적

으로 경험되는 것이기는 하나, 인지적 특성이 환경이라는 외부 대상의

특징을 규정하는 개념들로서 비교적 객관적인 것이라면, 정서란 특수한

환경에서 개인의 내면에 유발되는 감정적 반응으로서 인지적 특성 보다

더욱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은 Ewing et

al.(2006)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인지적 특성에 해

당하는 ‘도시설계의 질적 특성’이 건물의 높이나 보도의 너비 등과 같이

하나의 ‘사실(fact)'로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에 비해

서는 다소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나, 외부의 전문가 혹은 관찰자에 의해

비교적 일관되게 측정 및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개인의 정서

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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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Urban Design Quality Model (Ewing et al., 2006)

2.3. 보행자의 가로 이용 의사결정 과정   

Ewing et al.(2006)은 가로환경의 특성이 보행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별 ‘가로환경 구성요소(physical features)’들이 인지

적 특성에 해당하는 ‘도시설계의 질적 특성(urban design qualities)’을

형성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다시 ‘개인의 정서적 반응(individual

reactions)’을 매개로 전반적인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

행 활동을 결정한다는 이론적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 무엇

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지과정이 정서과정으로 이어지는 영향 관계

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지와 정서가 단계적으로 작동한다는

Rapoport(1977), Nasar(1998), Carmona et al.(2003) 등의 견해와 일치한

다.

따라서 가로환경 특성이 보행 증진 및 가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반응의 개

념을 구분하고 둘 사이에 존재하는 영향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환경 특성을

다룬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를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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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최열·조수영(2004)은 변수의 구축 과정에서 복잡성, 통일성, 개방

감, 유지관리를 비롯한 11개 변수를 시각적 특성 변수라 지칭하고, 두려

움, 편안함 등 11개 변수를 정서적 특성 변수라 지칭하였으나,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Ewing et al.(2006)의 이론

적 모형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일련의 후속 연구들(Ameli et al., 2015;

Nunes & Vale, 2015; Bereitshaft, 2017; Ernawati et al., 2018; Hamidi

& Moazzeni, 2019; Hooi & Pojani, 2019; Park et al., 2019 등)이 다수

수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인지적 특성과 보행량 간의 관계에 대

해서만 실증이 이루어졌을 뿐, 정서적 반응을 포함한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서로 다른 가로에서 동일한 요소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갖추고 있던 물리적 환경 특성 차이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현상은

가로 이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이 서로 복잡한 영향 관

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매개효과나 조절효과 등이 존

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변수들을 설

명변수로 취급하여 보행량 혹은 보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회귀

모형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이 같은 효과를 밝혀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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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반응 간의 관계  

1) 안전함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특성

보행자가 가로공간에서 느끼는 안전감 혹은 두려움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유발되나, 그 중에서도 범죄로부터의 안전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인지적 특성은 유지·관리성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은 사소한 무질서(disorder)를 초기에 통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것이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범죄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무질서란 범죄로 보기 어려우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게 하

거나 불쾌감을 주는 물리적·비물리적 현상과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이며, 이러한 무질서 양상은 지역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

킨다.

2) 편안함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특성

지금까지 다수의 도시설계 문헌들이 위요감이 안전감(Appleton, 1975;

Gibson, 1979; Stamps, 2005a; Stamps, 2005b) 혹은 편안함(Lynch &

Hack, 1975; Kaplan and Kaplan, 1989; Moughtin, 1992; Jacobs, 1993;

Salingaros, 1999; Isaacs ,2000; Stamps & Smith, 2002; Carmona et al.,

2003)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해 왔다. 더불어 최근 신경생리학

분야에서 인간의 뇌에는 공간적 위요감에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존재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다방면으

로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Stamps and Smith, 2002; Stamps, 2005b). 물

론 탁 트인 해변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위요감이 공간 선

호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나, 공원, 광장, 가로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 옥외 공간에서는 위요감이 갖춰질 때 보호감이 형성되며 선

호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특정한 조건을 갖춘 환경 혹은 경관이 사람들에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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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되거나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연결되는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은 크게 진화이론적 시각과 문화학습이론적 시각 등 두 가지 흐름을

따라 발전되어 왔다. 이 중 문화학습이론적 입장은 경관 평가에 있어서

개인의 경험, 교육 등 인간이 성장하고 생활해 온 환경의 역할에 주목한

다(주신하, 2003). 이러한 접근방식을 따르는 연구들은 주로 서로 다른

문화권이나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환경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달리 진화이론적 시각은 특정 환경

에 대한 선호가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와 환경적응의 결과물로서 모든 인

간들에게서 본능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 주장한다(Appleton,

1975; Kaplan and Kaplan, 1982; Ulrich, 1983; Kaplan, 1983; 이영경,

1994; 주신하, 2003). 특히, 어떤 인지적 특성 변수가 환경에 대한 선호를

불러일으키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진화이론적 시각에서 위요감이 안전감이나 편안함에 미치는 영향의 원

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Appleton(1975)이 제안한 '조망-은신 이

론(prospect and refuge theory)'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유기체는 진화

과정을 통해 안전한 환경과 위험한 환경을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적응해 왔다. 특히,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발견할 확률이 높

고, 위협을 가하는 적으로부터 스스로가 발견될 확률이 낮을수록 생존의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가와 관련

된 ‘조망(prospect)' 요소와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몸을 잘 숨길

수 있는가와 관련된 ’은신(refuge)' 요소에 따라 인간이 환경에 대해 느

끼는 안전감과 편안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설명에 따르면, 공

간이 위요되어 있을수록 숨기 용이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요

된 공간을 선호한다. 또한, 공간의 위요는 시각적인 측면 외에 물리적인

회피 가능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위요가 과도하지 않을 경우에 위험 요

소로부터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느낄 수 있다

(Stamps, 2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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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위요감은 폐쇄공포증(claustrophobia)이나 갇

힌 느낌(confinement)을 야기하며, 과도하게 낮은 수준의 위요감은 심리

적 쉘터(psychological shelter)의 결핍을 초래하여 불편한(discomfort) 느

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위요감에 대한 선호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린

다(Carmona et al., 2003; Jacobs, 1993). 이에 Spriregen(1965),

Ashihara(1970) 등 전문가의 직관적인 고찰에 의해 적정 위요감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으며, 이후 보다 실증적인 연구들 또한 수행되었다. 사람

들에게 선호되는 적정 수준의 위요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자들 마다

상이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 대표적으로 Alexander et al.(1977)은 가로

의 너비가 건물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위요감을 통해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Jacobs(1993)는 D/H비가 1에서 2 사이를 유

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위요감 외에 휴먼스케일 또한 comfort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다

(Kumar, 2010). 임승빈(1989)의 연구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휴먼스케일

에서 연상되는 느낌을 조사한 결과, 편안함(안락함), 친밀감(친근함)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Blumenfeld(1953)는 인간의 시야각과 식별 거

리를 고려하여 건물의 크기가 휴먼 스케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평거

리 72ft를 기준으로 높이 29~30ft(3층 건물), 전면의 수평길이 36ft를 만

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승빈(1989)는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인간적 척도를 가진 공간의 규모를 제시하였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건물과 중정, 캠퍼스에서 캠퍼스 건물과

중정, 도시 공간에서 사무실 건물과 광장 각각에 대해 인간적 척도가 확

보되기 위한 건물 높이, 건물 길이, 건물 높이와 길이 비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휴먼 스케일이라는 개념이 주변 건축물의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휴먼 스케일과 위요감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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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흥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특성 

외부 대상의 시각적 특성 중 하나로서 복잡성과 선호 간의 관계를 다

룬 연구들은 분석 대상에 따라서 주로 단순한 도형과 패턴 등을 다룬 실

험미학 분야의 연구와 이에 이어 일반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

한 환경심리학 분야의 연구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Ode et al., 2010).

이 중 1960년대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된 실험미학 연구들(Fantz, 1958;

Berlyne, 1958; Berlyne, 1960; Munsinger and Kessen, 1964 등)은 인간

은 기본적으로 단조로운 패턴보다 복잡한 패턴을 선호하나 과도한 복잡

성은 기피하기 때문에 복잡성과 선호도 사이에는 inverted U-shape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들을 도출하였다9). 또한, Berlyne(1960)에 이어

Berlyne(1963), Day(1965), Day(1967) 등은 단순 선호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복잡성이 interestingness이나 pleasingness와 같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르면, interestingness의 경우 선호도와 유사

하게 중간 수준의 복잡성에서 최대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와

달리 pleasingness의 경우에는 복잡성일 낮을수록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

로 분석되거나(Berlyne, 1963), 복잡성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Day, 1965).

이후 시각적 복잡성이 환경, 특히 경관의 경우에도 선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Rapoport and Kantor(1967),

Wohlwill(1968), Rapoport and Hawkes(1970), Kaplan et al.(1972),

Orian(1980), Ulrich(1981) 등 다수의 환경심리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검

증되었다. 특히, 복잡성과 선호 간의 inverted U-shape 관계가 이들 연

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됨으로써 중간 수준의 복잡성에서 환경 선호가

최대가 되는 optimal level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0). 이 같은 결

9) 특히, Berlyne(1960)은 자극이 유발하는 각성(arousal) 수준에 따라 미적 만족이

결정된다는 설명을 제시하면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의 특성으로서 복잡성

과 더불어 새로움, 놀라움, 부조화 네 가지를 대조적 속성(collative property)이라

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10) 복잡성과 선호도 간의 inverted-U shape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학술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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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을 토대로 건축과 도시설계에서 단순성(simplicity)을 추구한 디자인

이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interest의 결핍을 초래하였으며(Rapoport

and Kantor, 1967), 따라서 도시환경이 복잡성을 추구해야 한다

(Rapoport and Hawkes, 1970)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가로 환경에서 복

잡성이 매우 중요한 인지적 특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

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진화이론적 관점에 속하는 다수의 이론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하

나의 이론은 Kaplan and Kaplan(1989)의 정보처리모형(information

processing model)이다(Stamps, 2004). 주로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했던

정보처리모델은 Herzog(1992)에 의해 도시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거

승로 검토되었다(결과).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

을 이해(understand)하고, 탐구(explore)하고자 하는 두 가지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만족될 때 환경 선호라는 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이해와 탐구 행위는 각각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지, 아니면 일정 시간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따라 다시금 두 가지

경우로 세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분류된 네 가지 행위로서 즉

각적-탐색, 즉각적-이해, 추론적-탐색, 추론적-이해은 각각 복잡성

(complexity), 응집성(coherence), 신비감(mystery), 식별성(legibility)으로

지칭되는 환경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erzog(1984, 1985, 1987, 1989, 1992)는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에서 경관선

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부 연구들에서는 환경의 복잡성과 선호 간에 정적인 직선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Kaplan and Kaplan(1972)에 따르면, 이는 복잡

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자극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며 보다 높

은 수준의 복잡성을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할 경우 inverted U-shape의 함수 관

계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Wohlwill(1968)은 복잡성의

optimal level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복잡성 수준을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연

속적으로 제공한 상태에서 복잡성의 변화에 따라 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이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Berlyne이 수행한 초기

연구에서는 복잡성(complexity) 수준을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단순하게 이분화

하거나 세 개 범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한계를 지님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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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에 따르면, 자연환경이 많이 포함된 경관에서는 신비감과 응집

성이, 도시환경에서는 응집성과 복잡성이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될 수 있

음을 밝혔다(권니아, 2010).

구분 이해(Understanding) 탐색(Exploration)

즉각적(Immediate) 일관성(coherence) 복잡성(complexity)

추론적(Inferred) 식별성(legibility) 신비감(mystery)

[표 6] 정보처리모델의 선호도 매트릭스(Kaplan and Kaplan, 1989)

Berlyne(1963)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 대상을 접했을 때, 이로부터 주

어지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탐색 활동(exploratory behavior)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흥미로움11)의 경험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 즉, 복잡성이 높을수록 탐색 활동도 증가하나(Wohlwill, 1968), 과도

하게 단순하거나 과도하게 혼잡한 환경 모두 한 사람이 지각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usible information)’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선호

나 흥미로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Rapoport and Hawkes, 1970). 다

시 말해 과도하게 단조롭거나 질서 있는 환경은 선택하고 조직화 할 정

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감각적 박탈(sensory deprivation)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과도하게 복잡하고 혼란스

러운 환경은 인간이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자극을 제공함

으로써 감각적 포화(sensory satiation)를 야기한다(Rapoport and

Kantor, 1967).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정

보량이 주어졌을 때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응집성은 흔히 복잡성과 반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Kaplan and

Kaplan(1989)은 복잡성이 낮으면서 일관성이 높을 경우 지루해 지며, 복

잡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을 경우에는 혼란스럽고, 복잡성과 일관성이 둘

다 높을 경우에 풍부하면서 정리된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하면서 두 개념

11) 원문에서는 이를 interestingness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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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에서 함께 갖춰져 있을 때, 보다 선

호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 투과성은 사람의 활동과 관련된 특성으로서 Whyte(1980)에

따르면, 도시 공간에서 사람의 존재는 흥미를 유발하여 다른 사람을 유

인한다. 이에 대해서는 Gehl(2011)이 강조한 바, 옥외 공간에서의 인간

활동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이벤트를 끌어들이는 자기증식 프로세스를

따른다. 더불어 기억에 남을 만한 독특한 공간의 특성으로서 이미지어빌

리티 또한 보행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특성이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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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서와 욕구의 구조    

1) 정서 차원 모델 

앞서 살펴본 바와 각각의 인지적 특성들과 특정 정서 간의 개별 영향

관계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검증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 가로 공

간 내에서 보행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러한 다양한 인지적

특성들과 여러 정서들을 복합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가로의 물리

적 환경 특성이 환경지각 과정을 거쳐 보행 활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들에서 밝힌 개별 관계들을 하

나의 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 내에서 기존

의 연구들이 단순화 하여 살펴보았던 관계들을 보다 세분화하고, 매개효

과나 조절효과 등 개별 연구들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던 변수들 간 상호

작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보행 증진 및 가로 활성

화의 원리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행자의 환경지각 과정을 구

성하는 수많은 인과관계들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서

서로 다른 정서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영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정서들은 서로 독립적이기 보다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Russell, 1980; Darbyshire et al., 2014). 예를 들

어, 어떤 대상에 대해 분노와 짜증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나, 분노와 기

쁨은 함께 발생하기 어려운 것처럼 특정 정서들 간에는 유사성이나 차별

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관계에 따라서 하나의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그로 인해 다른 정서들이 촉발되거나 또는 반대로 억제될 가능성도 존재

한다.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정서들을 구분하고, 각 정서들 간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심리학 분야에서 매우 오래 전부터 연구가 시작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정서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최

근까지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개별 정서 모

델(Discrete Emotion Models)’과 ‘차원 모델(Dimensional Models)’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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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손진훈, 2011).

이 중 개별 정서 모델(Plutchik, 1980 등)은 몇 가지 기본 정서들을 도

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정서들을 범주화 하고자 한다. 여기서 기본

정서란 인간 본성이 진화된 결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발

견될 수 있는 정서들이며, 서로 간 동물의 상이한 종처럼 근본적으로 개

별적인 특성을 갖는다(Shiota & Kalat, 2015). 이러한 접근방식의 대표적

인 연구로서 Plutchik(1980)은 기쁨(joy), 수용(acceptance), 놀람

(surprise), 두려움(fear), 슬픔(sorrow), 혐오(disgust), 예기(anticipation),

분노(anger) 등 8가지 기본 정서를 제시하고, 이들을 색상환(color

wheel)과 비슷하게 원의 형태로 서로 유사한 것들끼리는 인접하도록, 서

로 다른 것들끼리는 반대편 떨어져 있도록 위치시켜 각 정서 간의 관계

를 구조화시켰다.

이와 다르게 차원 모델(Russell, 1980; Watson and Tellegen, 1985;

Thayer, 1989; Larsen and Diener, 1992 등)은 정서가(valence), 각성

(arousal)과 같은 차원 개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차원들의 조합을 바탕으

로 모든 정서들을 정의하고 구분하고자 한다. 차원 모델에 관한 연구들

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이론은 Mehrabian and Russell(1974)의

PAD 모델(PAD emotional state model)이다. PAD 모델은 인간이 느끼

는 모든 정서를 즐거움(pleasure-displeasure), 흥분(arousal-nonarousal),

주도성(dominance-submissiveness)이라는 세 가지 기본 차원으로 설명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Mehrabian and Russell(1974)을 비롯하여 차원

모델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이처럼 정서를 정의하고 구분할 수 있는

차원이 3개라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Fontaine et al., 2007), 후속 연구

들에서는 정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도성은 즐거움이나 흥분만큼 중

요하지 않으며, 즐거움과 흥분이라는 두 가지 차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Russell, 1980; Russell and Pratt, 1980; Russell et

al., 1981). 이후 지난 수 십 년간 인간의 정서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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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차원은 무엇이며, 몇 개의 차원을 활용하는 것이 정서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으

나,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견은 대부분의 정서 경

험(affective experience)이 PAD 모형의 정서가(valence)와 각성(arousal)

두 가지 차원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Larsen and

Diener, 1992; Plutchik & Conte, 1997; Fontaine et al., 2007; Darbyshire

et al., 2014)12).

이 두 차원은 각각 양극성의 성격을 가지며(Russell, 1979), 상호 독립

적인 성격을 갖는다(Russell, Ward, and Pratt, 1978; Russell and Pratt,

1980; Russell et al., 1981). 따라서 두 차원을 직교하는 축으로 하여 2차

원 평면을 만들 수 있는 바, Russell and Pratt(1980)은 이 평면 상에

사람들이 정서를 표현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형용사 중 대표적인 21

개를 배치시켰다. 이 같은 접근방식에서 21개의 정서들은 두 차원의 조

합에 의해 원형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정서 원형 모델(circumplex model

of affect)’이라 명명된다. 이 모델에 따르면, 흥분, 행복, 환희 등은 쾌와

각성의 조합으로, 만족과 편안함 등은 쾌와 비각성의 조합으로, 분노와

걱정은 불쾌와 각성의 조합으로, 우울과 슬픔 등은 불쾌와 비각성의 조

합으로 기술할 수 있다(Shiota & Kalat, 2015).

다양한 정서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 정서 원형 모델이 갖는

타당성과 합리성은 다수의 연구들에 의해 검증되었다. 이 중 일부 연구

들에 따르면, 정서를 유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노(angry)와

짜증(annoyed)과 같은 몇몇 부정적인 정서들의 경우에는 평면상의 위치

가 Russell and Pratt(1980)이 주장한 것에서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으

나, 그 밖에 대부분의 정서들은 Russell and Pratt(1980)이 제시한 결과

12) 여기서 정서가(valence), 각성(arousal)은 각각 PAD 모형에서 즐거움

(pleasure-displeasure), 흥분(arousal-nonarousal)과 동일한 것이며, 연구에 따라

쾌, 강도로 지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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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정서 원형 모델(circumplex model of affect)

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Remington et al., 2000;

Darbyshire et al., 2014).

정서 원형 모델은 평면상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위치를 기반으로 정서

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상호작용(interaction)을 이해할 수 있

는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모델에서 두 정서 간의 유사성

은 평면상에서 원의 둘레를 따라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의 함수로 표현

될 수 있다. 즉, 원 위의 두 정서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하고, 거리

가 멀수록 차이가 큰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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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서 상태가 이루는 위치 관계가 90도에 가까워질수록 이 둘 간의 정

적 상관관계가 감소하고, 90도를 이룰 경우, 상관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

고, 180도에 가까워질 경우 부적 상관관계가 증가하게 된다(Remington

et al., 2000). 다만, 이 모형을 바탕으로 정서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에

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노와 공포는 매우 가깝게 위치하는 정

서들이나, 정서의 원인이 되는 인지와 정서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측

면에서는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니는 정서이기 때문이다(Shiota &

Kalat, 2015).

2) 보행자 욕구 모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간에서 인간이 느끼는 정서는 장소에 대한

선호 판단과 접근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보행 과정에서 긍정

적인 정서를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때, 가로 이용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정서란, 가로를 이

용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개개인의 내면에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심리적

반응임과 동시에 어떤 가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 보행자가 가로환경으로

부터 요구하는 니즈(needs)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보행자의 ‘욕구’라는 관점에서 보행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Alfonzo(2005)는 ‘사회-생태학 모델

(social-ecological model)’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보행

활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환경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부터 보행자가 요구하는 특정 욕구들이 충족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욕구들이 어느 정도로 충족되는지에 따라

서 구체적으로 보행 여부, 보행 시간, 보행 목적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가로 이용자의 성별·연령·소득이나 심리적 상태

같은 개인적 특성, 가로 이용자가 속한 집단의 문화와 같은 집단적 특성,

기후와 같은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각 욕구의 충족이 보행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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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Alfonzo(2005)는 보행이 이루어지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보행자의

욕구를 가능성(feasi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안전감(safety), 편안함

(comfort), 즐거움(pleasurability) 등 5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중 가능성

이란, 나이·체중·건강상태 등 신체적 특성에 따른 보행동작의 용이성, 보

행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어린이·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의 동행 여부

를 포함하는 개인 차원의 조건이며, 접근성은 보행을 유발하는 목적지의

다양성과 이러한 목적지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리적·심리적 연결

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머지 안전감, 편안함, 즐거움이 바로 정서 영역

에 속하는 욕구에 해당한다.

이 이론에서 주목할 부분은 보행자의 5가지 욕구에 매슬로우의 인간욕

구 5단계 이론을 적용하여 각 욕구들 간에 위계구조가 성립한다고 주장

했다는 것이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은 욕구에 의해 행동에 대한 동

기를 부여받는다. 배고픔을 달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하

는 행동이 발생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

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행동이 나타난다. 그리고 인간에게 나

타나는 다양한 욕구들은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에서부터

생존과 직결되지는 않으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높은 단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중 보다 낮은

위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그 다음 위계의 욕구가 발생한다.

Alfonzo(2005)는 이러한 원리가 보행 의사결정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즉, 보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인 차원에서 보

행 동작과 직결되는 신체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후 보행자는 가

로 환경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들로서 접근성, 안전감, 편안함, 즐

거움 등을 순서대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

로 Alfonzo(2005)는 안전감, 편암함, 즐거움 등 세 가지 욕구의 위계 관

계 상 아무리 즐거운 환경일지라도 그 보다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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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이러한 장소에서 반드시 보행

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lfonzo(2005)의 이론은 보행 증진을 위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서 욕구 간 위계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증된

바가 없으며, 특히나 몇 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가장 먼

저 Alfonzo(2005)는 매슬로우의 이론을 차용하여 보행자가 추구하는 욕

구들 간에 위계적 구조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엄밀히 말해 매슬로

우가 제시한 인간 욕구들과 Alfonzo(2005)가 정리한 보행자 욕구들이 완

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매슬로우가 제시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The

physi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The Safety Needs), 사랑의 욕구(The

Love Needs), 자기 존중의 욕구(The eteem Needs), 자아실현의 욕구

(The Need for Self-Actualization)이다. 이 중 생리적 욕구는 식욕, 성욕

등 신체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

로서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장 강력한 욕

구에 해당한다. 안전의 욕구는 야생 동물, 자연재해, 범죄 등 생명·생존

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의 위험 요소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보다 고차원적인 위계로서 사랑의 욕구와 자기 존중의 욕

구는 각각 사랑·호의·소속감과 존중·존경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

과의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달성될 수 있는 성격의 욕구이다. 그리고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는 개인의 적성이나 본성과 관련된 욕구에 해당

한다.

이들을 Aflonzo(2005)가 제시한 보행자의 세 가지 정서적 욕구들인 안

전감, 편안함, 즐거움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우선 보행자가 추구하는 안

전이란, 가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매슬로우의 안전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 57 -

수는 있으나,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원만하게 작동하

는 보편적인 인간 사회, 그리고 특히나 오늘날의 도시환경은 재해·독재

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나 무방비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자연 환경

등에서 직면할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이미 충분히 극복된 상태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매슬로우 역시 오늘날의 안전 욕구

는 사실상 인간 행동의 유효한 동기 유발 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하

였다.

더욱이 안전을 추구하는 보행자의 욕구가 보행 활동을 결정하는 핵심

적인 동기 요인으로서 가장 원초적인 욕구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안전감,

편안함, 즐거움에 대한 욕구들 사이에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들만큼이나

뚜렷한 경계가 존재하며, 명확한 위계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안전감, 편안함,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충족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정한 환경에서 보행자가 정서적으로 안전하

고, 편안하고, 즐겁다고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들 욕

구는 모두 정서라는 하나의 차원에 속하는 것들로서 전술한 정서 차원

모델의 관점에서 보자면 각각이 태생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즉, 각각의 욕구 충족이 서로 동시에 발현되면서 정적 혹은 부적 관

계를 형성한다면, 선후 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계구조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매슬로우는 욕구 간 위계구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

면서 ‘위계의 가변성’, ‘상대적 만족도’, ‘행동의 다중동기’ 등의 개념을 제

시하였다. 이 중 위계의 가변성이란, 사람 혹은 상황에 따라서 하위의 욕

구보다 상위의 욕구가 보다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욕구간의 위계

구조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

인 예로서 우리는 몇몇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작품의 완성을 통한 자아실

현의 욕구가 이외의 다른 어떤 욕구들보다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발견

하곤 한다. ‘상대적 만족도’란,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생하기 위해서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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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보행자 욕구 모델

(Hierarchy of Walking Needs Within a Social-Ecological Framework,

Alfonzo, 2005)

단계에서의 모든 욕구들이 완벽하게 달성될 필요는 없음을 설명하는 개

념이다. 예를 들어, 식욕에 대한 욕구가 일부만 충족되더라도 사랑에 대

한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다중동기’ 개념

에 따르면, 대부분의 행동은 다수의 욕구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요구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

으며, 반대로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외 요소들은 Aflonzo(2005) 역시 강조한

부분으로서 보행자의 정서적 욕구 충족이 실질적인 보행증진과 가로 활

성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로별 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환경 개선 전략을 도입하기 위

해서는 이와 같은 특성들을 고려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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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보행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국내외 주요 도

시들을 중심으로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사업들이 꾸

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학술 영역에서도 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보행

을 통해 가로로 유입되는 유동인구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건에

해당하므로 상업가로에서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특성은 어떠한 위계 혹은 공간 범

위에서 형성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 보행을 증진시키

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는

지역 혹은 구역 단위에서 형성되는 환경 특성으로서 이와 같은 특성들은

효용성 측면에서 거주민이 차량 대신 보행을 통행수단으로 선택할 확률

을 높여줌으로써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보행량을 증가시킨다. 이에 대한

주요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Jane Jacobs(1916),

Jan Gehl(1971) 등이 강조했던 고밀도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소규모 블

록 및 촘촘한 가로망과 같은 도시형태가 보행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

와 같은 효과는 서구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가로 단위에서 형성되는 환경 특성은 보행자

가 가로 공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적·즉각적으로

경험하는 특성들로서 개인의 정서와 선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특정 가

로의 이용 여부와 가로 내에서의 보행 활동이 결정된다. 이러한 가로 단

위의 환경 특성들은 기존의 도시에서 주로 신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지역 단위의 특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이 용이하며, 이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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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보다 실효성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통근·통학과 같은 목적 보행과 달리 여가 보행의 경우 보행자의

직접적 인지 영역에 해당하는 가로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Handy, 1996; Lee and Moudon, 2006) 상업가로 활성화에 있어서 가로

단위 환경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로 단위 환경 특성을

다룬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대표적인 연구 유형으로서 가로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물리적

요소들 가운데 보도 폭, 차로 수, 경사도, 횡단보도 유무 등 비교적 계량

화가 용이한 시설물 위주의 변수들에 국한하여 분석을 수행한 경우가 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요소들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행 동

작의 편의성과 원활한 보행 흐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

은 분명하나, 가로 공간에는 이 밖에도 보행자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

행 활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요소들이 존재한다. 특히, 건축·

도시설계 분야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강조되어 온 공간의 스케일이나 건

축물의 입면 특성과 같은 특성들은 보행 증진 및 가로 활성화에 있어 시

설물만큼이나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

한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한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결과들은 핵심 변수

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더불어 이들 연구 결과만으로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도입에 있어서 시설물 위주의 논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

재한다.

둘째, 가로 환경 특성에 따라 보행자의 가로 이용 행태가 달라지는 현

상은 상당 부분 환경지각 과정을 수반하나, 환경지각의 원리를 체계적으

로 고려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환경

을 이해할 때, 공간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을 별개로 지각하기보다는

인지 과정을 거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끼리 결합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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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 중 적지 않

은 수가 개별 요소들과 보행량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을 분석하였기 때문

에 그 사이에서 작동하는 인지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연구 흐름으로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

한 보행자의 주관적 인식으로 환경 특성을 측정한 연구들의 경우, 요인

분석을 통해 개별 요소들로부터 공통의 특질들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인간의 인지과정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공통의 이론적 틀이나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각

연구자마다 요인을 특징짓고 명명하는 방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결과적

으로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하나로 종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환경지각 과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들 간 영향 관계를 하나

의 틀 내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분석이 부족하다. 환경지각의 핵심 요소

로서 인지와 정서는 분명히 구별되는 요소이며, 둘 사이에 영향 관계가

존재함은 다수의 연구들에서 합의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인지와 정서

에 관련된 변수들을 모두 설명변수로 취급하여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이

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과거 심리

학 분야를 시작으로 각 인지적 특성과 정서 간의 관계들이 개별적으로

검증되어 왔으나, 인간의 환경지각에서 다양한 인지와 정서는 복합적으

로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 Ewing et al.(2006)이 환경지각의

특성을 고려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일련의

연구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주로 인지적 특성과 보행량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인지

와 정서 간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지금까지 가로환경 개선 사업의 효과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유사한 사업임에도 그 효과가 일관적이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역 혹은 가로가 갖고 있는 조건과 맥락에 따라서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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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특성들이 보행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

한 각종 사업들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이 가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특성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사업 대상지와 세부 전략 선정에서 보다 섬세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들이 보행 목적, 보행 집중 시간대,

지역의 주된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가로를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물리

적 환경 특성이 보행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이들 연구의 결

과만으로는 어떤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로에 어떤 요소들을 개선

혹은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도출하기에는 미흡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지적 특성과 정서들 간에 존

재할 수 있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검토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이를 검

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서 간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보았듯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인간의 환경지각 특성을 반영한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가로공간

의 물리적 환경이 보행 증진 및 가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고

자 한다. 특히, 환경과 인간 행태 사이에서 작동하는 인지와 정서를 고려

함으로써 환경과 행태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혀내는 것만으로는 설명

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로공간의 환경

특성을 다룸에 있어서 객관적 측정이 용이한 개별 구성 요소들 뿐 아니

라, 이들이 인지과정을 거쳐 결합됨으로써 형성되는 보다 종합적인 질적

특성으로서 복잡성, 응집성, 투과성, 위요감, 휴먼스케일, 유지·관리성, 이

미지어빌리티와 같은 인지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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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연구들에서 환경 특성 변수들과 동일한 설명변수로 취급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던 정서 관련 변수들을 보행자의 욕구로 규정하고,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반응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관계를 검토한다. 셋째,

서로 다른 정서 간에 생겨날 수 있는 관계들을 고려하여 각 인지적 특성

변수들이 특정 정서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림 10] 연구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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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

가로환경의 인지적 특성은 보행자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가설 1-1

안전함과 편안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 특성은 흥미로움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연구 가설 1-2

흥미로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 특성은 안전함과 편안함에는 부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장. 분석의 틀  

3.1. 연구문제 설정 

앞서 살펴본 원형 모델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보행자가 가로공간에

서 느끼고자 하는 핵심적인 정서 반응으로서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간에는 상이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안전함과 편안

함은 둘 다 긍정적이면서 낮은 각성에 속하기 때문에 유사한 정서들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을 유발하는 환경 특성에 있어서도 공통분

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흥미로움은 긍정적 정서라

는 측면에서는 안전함, 편안함과 유사성을 가지나, 상대적으로 높은 각성

에 바탕을 둔 정서라는 점에 있어서는 낮은 각성에 기반한 안전함, 편안

함과는 다소 상이한 정서라 할 수 있다. 즉, 흥미로움의 경우 안전함이나

편안함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각성을 요하는 정서이므로 안전함과 편

안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 특성은 흥미로움을 유발할 만큼

의 각성을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흥미로움을 촉발하는 가로환경

의 특성은 높은 각성 수준을 바탕으로 오히려 안전함과 편안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Trade-off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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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2

가로환경에 대한 보행자의 정서적 반응으로서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사이에는 위계관계가 성립하는가?

연구 가설 2-1

안전함은 편안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편안함은 흥미로움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나, 안전함이 흥미로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연구 가설 2-2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편안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 특성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다.

연구 가설 2-3

편안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흥미로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 특성

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다.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을 보행자 욕구에 대한 충족 수준으로 해석한

다면,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사이에는 영향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세 가지 정서적 욕구 중 가장 기초적인 욕구로서 안전함은

중간 단계의 욕구에 해당하는 편안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편안함

은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욕구로서 흥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욕구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욕구들 간의

위계가 단계적으로 작동한다면, 가장 하위의 위계인 안전함과 가장 상위

의 위계인 흥미로움 사이에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

성이 높다.

또한, 각 정서들 간에 위계관계가 성립할 경우, 저차원의 정서 충족 여

부에 따라 상위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의 영향력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안전함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편안

함에 대한 욕구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므로 편안함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편안함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발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

찬가지로 이러한 관계는 편안함과 흥미로움 사이에도 성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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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3.2.1. 분석 데이터

1) 가로환경의 VR 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가로환경의 특성, 가로 이용자의 정서적 반응, 가로 이

용 의사 등을 측정하기 위해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VR 이미지를 활용

하였다. 가로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

단은 현장에서 실제 가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나, 이는 자

료 수집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크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처럼 단일 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로 다른 성격의 여러 가로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경

우 이러한 제약은 더욱 크게 작용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기존 연구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집된 피험

자들에게 가로공간을 촬영한 2D 이미지를 보여준 후 이로부터 느껴지는

선호도와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자료수집 방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

다. 가장 먼저 실제 환경의 모습이 사진과 같은 이미지로 축소되면서 시

각적 자극의 크기와 양이 축소되며, 위요감처럼 공간의 입체적인 형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성들이 완벽하게 구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2D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환경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정보들이 다량 손실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3D 이미지는 2D 이미지에 비해

실재감 있는 가로환경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설문

조사가 갖는 시·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평가되면서

최근 관련 연구들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HETA 사에서 개발한 RICOH THETA S 카메라로 촬영한 3D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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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VR 이미지를 촬영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바로

촬영 시점이다. 특히, 날씨에 따라 가로의 이미지가 상이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가로가 동일한 날씨 조건 하에서

촬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날씨가 맑음으로 양호했던

2020년 11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촬영한 이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또한, 세부적인 촬영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

터 5시 사이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가로환경의 특성 중 본 연구에서 다

루고자 하는 주요 변수들 외에 가로 이용자의 정서적 반응과 가로이용

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통제하기 위함이

다. 동일한 가로라 하더라도 야간의 경관은 가로등, 간판조명, 실내조명

등에 의해 확연하게 달라진다. 더불어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조명 외의

물리적 환경 특성들이 시각적으로 감각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촬영

시간에서 야간 시간은 제외시켰다. 또한, 가로공간에 존재하는 유동인구

수는 가로환경의 특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비 물리적 요소로서 본 연구에

서도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변수임은 분명하나, 과도하게 많은 인구가

집중될 경우에는 그 밖의 물리적 환경 특성들을 촬영하기 위한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도 제외하였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가로환경의 인지

적 특성 변수 가운데 투과성은 상업가로를 구성하는 주요 점포들 내부에

서 발생하는 활동이 가로공간에서 얼마나 잘 보이느냐를 의미하기 때문

에 점포의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맞춰 촬영을 진행하였다.

촬영 시점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촬영 지점이

다. 단일가로라 하더라도 촬영 지점에 따라 이미지 상에 나타나는 환경

의 특성이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모든 가로에서의

촬영 위치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블록으로 나

누어지는 가로 세그먼트의 중간 지점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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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 하되, 각 가로 별로 상이한 환경 특성이 이미지 상에 충분히 반

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위치를 최대 5m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였

다. 또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 보도가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도의 중심에서 지면으로부터 1.7m 높이에서 촬

영을 진행하였다.

2) 가로환경의 인지적 특성 변수

본 연구에서는 보행 증진 및 가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의

특성으로서 복잡성, 응집성, 투과성, 위요감, 휴먼스케일, 유지·관리성, 이

미지어빌리티 등 7가지 변수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수들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각각의 인지적 특성 변수의

개념은 앞선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나, 이를 몇 가지 정량적인 지

표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13). 이는 인지적 환

경 특성들의 경우, 인간의 인지과정을 거쳐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다양한 경로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질들이라는 점에서 기본적

으로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위요감의 경우, 가로의 폭과 인접 건축물의 높이 비율로 측정되는 경우

가 다수 있으나, 실제 가로 공간에서 느껴지는 위요감에는 가로의 폭과

13) Ewing & Handy(2009)는 복잡성, 투과성, 위요감, 휴먼스케일, 이미지어빌리

티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 지표들은 최근

의 후속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Ameli et al., 2015; Hamidi &

Moazzeni, 2019; Park et al., 2019). 그러나 Ewing & Handy(2009)가 제시한 지

표들은 미국 12개 도시들에서 촬영한 200개 가로 중 최종 선택된 48개 샘플을

대상으로 인지적 특성과 개별 가로환경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 한 결

과인데, 이 48개의 가로가 대표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부족하다. 즉, 가

로공간은 개별 사례마다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분석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

다. 따라서 Ewing & Handy(2009)의 조작적 정의를 일반화하여 다른 사례들에

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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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외에도 가로수의 수종, 위치, 규모, 시야 정면에서 형성되는

비스타(vista)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

나, 가로변 건축물의 경우에도 높이의 일관성, 간격, 셋 백(set back)과

같은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 위요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

질들을 소수의 지표로 단순화하여 측정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

다. 따라서 인지적 특성 변수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기 보다는

가로 이용자의 주관을 고려하여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개념들은 주로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건축 등에서 사

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들 분야와 무관한 일반인들이 이

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지적 특성 변수들은 외

부의 관찰자에 의해 비교적 일관되게 측정 및 평가될 수 있는 변수들이

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뒷받

침된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못

할 경우에는 관찰자 간 평가 결과의 차이가 성향 차이가 아닌, 개념 이

해도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지적 특성 변수들을 측정함에 있어 전

문가 평가를 활용하되, 일반인 평가도 함께 수행하여 두 결과를 비교하

였다.

인지적 특성 변수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 선정

기준으로서 학력, 실무 경력, 관련 연구 경험 등 세 가지를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설계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 분야 경

력이 8년이면서 관련 연구의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 1인, 조경 박사학

위 취득 후 동일 분야 경력이 5년이면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학계 전

문가 1인, 도시설계 석사학위 취득 후 동일 분야 경력이 12년인 실무 전

문가 등 3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건

축 분야 비전공자 일반인으로서 성별, 연령, 소득, 가족관계 등 인구·사

회적 특성이 동일한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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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이미지어빌리티 

이미지어빌리티는 특정 장소가 다른 장소와 뚜렷하게 구별되도록 

하며, 강한 인상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만드는 

정도를 의미함. 이미지어빌리티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개별 가로 환

경 구성요소에는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로 독특한 자연경관, 역사

적인 건축물, 독특한 형태나 색채를 가진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포함됨 

유지·관리성

유지관리성은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버려지거나 훼손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 관리됨으로써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

지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함. 유지관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개별 가로환경 구성요소에는 바닥 포장의 상태, 보행 장애물의 존

재 여부, 쓰레기, 지저분한 간판이나 불법 입간판, 길에 나와 있는 

[표 7] 인지적 특성 변수별 개념 재정립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격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전 가장 먼저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각 변수들의 개

념을 재정립하였으며, 각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언급된 개별 가로

환경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설계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4명을 대상으로 예비 평가용으로 촬영된 VR이미지14)를 사용

하여 사전평가를 진행하면서 각 변수의 개념에서 평가 대상자가 이해하

기에 모호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본 평가

의 대상이 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여 각

변수의 개념과 평가를 위한 주요 기준들에 대한 합의를 최종 도출하였

다. 이는 인지적 환경 특성이 개괄적으로는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는 개

념이나, 평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에 있어서는 전문가 간

에도 상이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지적 특

성 변수들의 개념, 각 개념과 관련이 있는 개별 가로환경 구성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14) 최종 자료 수집과 분석에는 2020년 11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촬영된 VR

이미지를 활용하였으나, 예비평가에서는 2020년 6월 24일에서 25일 사이에 촬영

된 VR이미지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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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판, 낙후되거나 비어 있는 건축물 등이 포함됨 

위요감

위요감은 가로변 건축물, 담장, 가로수 등 수직적 요소들에 의해 시

야가 적절히 차단됨으로써 가로 공간의 경계와 형태가 명확히 느

껴지는 것을 의미함. 공간의 너비와 높이가 잘 조화되어 적절한 폐

쇄감 혹은 개방감이 만들어질 때 위요감이 높아질 수 있음 

휴먼스케일

휴먼스케일은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크기, 양, 배치 등이 

인체의 크기와 비율, 신체 동작 등에 잘 대응함으로써 인간이 이용

하기에 적합한 정도를 의미함

복잡성

복잡성은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색, 재질, 형태 등에 있어 

시각적으로 구분 가능한 차이가 풍부하고 다양한 정도를 의미함. 

복잡성은 장면에서 볼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요소

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련이 있음 

응집성

응집성은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와 규칙을 바

탕으로 배열됨으로써 조화가 발현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함. 응집성

은 장면을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느껴지는지와 

관련이 있음  

투과성

투과성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유리창, 가로에 연결된 통로 등을 바

탕으로 가로 공간의 경계 너머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인

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투과성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가로환

경 구성요소에는 상업가로에서 점포의 쇼 윈도우가 포함됨

평가 시에는 전문가와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평가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도출된 변수의 개념들을 다시 설명하였으며, VR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

에서 각 이미지별로 정면, 좌우 90도, 상하 90도, 다시 정면의 순서로 시

청하도록 하였다. 가장 먼저 모든 이미지를 평가 없이 훑어보게 함으로

써 사전에 설명한 개념과 주요 평가 기준들을 상기시켰으며, 그 이후 인

지적 특성 변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VR 이미지는

62개로서 이 중 60개는 분석에 사용하기 위함이며, 나머지 2개는 60개

이미지 평가에 앞서 평가자들이 VR 헤드셋과 이미지, 평가 방식에 익숙

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15). 모든 응답은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15) Herzog(1992)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시 공간의 환경 특성을 평가할 때, 평

가자가 평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본 평가에 앞서 파일럿 평가를 수행할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시작 효과와 종료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처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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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시청하는 상태에서 구두로 진행되었다.

한편, 인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환경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해 온 방법으로서 환경의 특성을 설명하

는 하나의 형용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거

나, Osgood이 개발한 심리 평가 척도법으로서 의미분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16)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경관 연구 분야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에 사용되는 형용사들을 경관 형용사라 지칭하는데, 이는

다양한 경관의 특성 혹은 의미를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법으

로 인식되고 있다(임승빈, 1991). 지금까지 다수의 경관 형용사들이 개발,

사용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주신하(2003)은 자연성, 개방감, 복잡성, 신

비감, 위요감, 안전성, 응집성, 친근성, 가독성, 정연성, 심미성 등의 개념

을 측정할 수 있는 경관 형용사 목록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열·조수영

(2004)은 인지적 특성 변수 11개와 정서적 특성 변수 11개에 대한 형용

사 쌍을 도출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형용사들을 활용하

여 유지·관리성은 ‘잘 관리되고 있지 않은 - 잘 관리된’, 응집성은 ‘통일

되지 않은(조화롭지 않은) - 통일된(조화로운)’, 복잡성은 ‘단순한 - 복잡

한’과 같은 형용사를 활용하여 의미분별법으로 조사하였다. 이 외에 휴먼

스케일, 투과성, 이미지어빌리티는 하나의 형용사로 개념을 설명하기 어

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낮음 - 높음’의 7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마지

막으로 위요감의 경우 ‘폐쇄된 - 개방된’이라는 경관형용사로 대표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도하게 폐쇄적이거나 개방적인 것을 ‘낮음’으로,

적절한 폐쇄성(개방성)을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인지되는 상태를 ‘높

개의 이미지를 필러 슬라이드(filler slide)로 활용하였다.

16) 의미분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은 평가 대상에 관련된 어휘 중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한 쌍의 형용사를 양 끝에 대립되도록 위치시킨 후

그 사이에 5개 혹은 7개의 척도를 배치하여 그 중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이 어

디에 가까운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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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변수는 7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복잡성, 응집

성, 투과성, 위요감, 휴먼스케일, 유지·관리성, 이미지어빌리티 등 7가지

인지적 특성 변수 외에 가로환경의 종합적인 질도 평가에 포함시켰다.

3) 개별 가로환경 구성 요소 변수   

본 연구에서는 가로 이용자의 정서와 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

의 물리적 환경 특성으로서 인지적 특성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인지적

특성들은 가로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

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개별 가로환경 구성 요소의 특성 값은 인지적

특성 변수로 통합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접 건물과 바닥 포장

의 형태, 색, 재질 등과 같은 요소들은 복잡성으로, 가로의 폭, 건물의 높

이, 가로수, 비스타(vista) 등의 요소들은 위요감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인지적 특성 변수로 합쳐지지 않으면서 개별적으로 가로 이용

자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

려하여 해당 요소들의 영향을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함과 동시에 예비 평가 과정 중

개방형 질의를 통해 설문 응답자의 정서적 반응 및 가로 이용 의사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개별 가로환경 구성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중 앞서 정립한 인지적 특성의 발현에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60개 VR 가로 이미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요

소들로서 가로 폭, 보도 폭, 차도 폭, 전체 차량 수, 주정차 차량 수, 오

토바이 수, 가로 이용자 수, 입간판 수, 외부 진열대 존재 여부, 가로경계

석 수 등을 측정하여 변수에 포함시켰다. 이 중 가로 폭, 보도 폭, 차도

폭의 변수들은 현장조사와 더불어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에서 제공하는 도

로 데이터(2020년 10월 기준)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보도 데

이터(2020년 7월 27일 기준)을 활용하여 VR 이미지를 촬영한 지점에서

의 실측값을 활용하였다. 그 외 차량 수, 오토바이 수, 가로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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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수, 외부 진열대 여부, 가로 경계석 수는 VR 이미지 상에 나타나

는 값을 측정하였다. 이들 변수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미지

상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위치까지를 측정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부

분이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Blumenfeld(1953)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70∼80ft(약 21∼24m)로 정의하였으나, 촬영에 사용한 360도 카

메라의 해상도와 VR 기기의 성능에 따라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가로를 대상으로 촬영 지점으로부터 10m, 15m, 20m

25m, 30m 위치에서 3명의 사람이 겹쳐서 존재하는 이미지를 촬영하였으

며, 앞서 인지적 환경 특성 평가를 수행한 일반인 남성 3명을 대상으로

각 이미지 별로 사람의 수를 정확히 셀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조사하였

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VR 이미지의 경우 실 거리 15m 내에

서 사람 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량 ,

오토바이, 가로 이용자, 입간판, 외부 진열대, 가로 경계석 또한 촬영 지

점으로부터 실 거리 15m에 범위에 존재하는 수를 측정하였다. 다만, 외

부 진열대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VR 이미지에서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더미 변수 처리하였다.

4) 보행자의 정서적 반응 변수 

가로환경에 대한 보행자의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잠재적인 가

로 이용자라 할 수 있는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60개 VR 이미지를 활용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단, 가로환경의 특성이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반인과 전공자의 차이를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 도시계획 및 도

시설계 전공 대학원생 30명과 일반인 30명을 모집하여 총 60명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로환경 특성 외에 정서적 반

응과 가로 이용 의사에 특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들을 피험자 모집 과정에서 1차적으로 통제하였다. 특히, 고령자와 아동

의 경우 동일한 환경에서도 정서적 반응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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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20대~40대로 피험자의 연령을 한정하였다.

설문에는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6가지 문항, VR 이용

경험과 관련된 3가지 문항, VR 이미지에서 보이는 가로의 이용 경험에

관한 2가지 문항,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10가지 문항, 상업가로

점포의 만족도에 관한 3가지 문항, 가로 이용 의사에 관한 5가지 문항

등 총 29개의 문항이 활용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인구·사회적 특성으로서 성별, 연령, 직업, 월 가구 소득

(세후 소득)과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전공 경험 유무, 도시계획 및 도시

설계 전공 최종 학력을 조사하였으며, 더불어 VR 이용 경험 유무, 사용

목적, 사용 횟수 등을 조사하였다. 이는 VR 기기를 처음 사용해 보는 사

람의 경우 VR 자체가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인 반

응 측정에서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가로 이용 경험, 정서적 반응, 점포 만족도, 가로 이용 의사에

관한 문항은 모두 VR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보며 구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VR 이미지에 대해 제일 처음 해당 거리가 어

디인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정확히 어디인지를 질문하였다. 이는

가로 이용 경험으로부터 사전에 획득한 정보와 기억 등이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설문 대상자가 응답한 가로와 실제 촬영을

진행한 가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만약 일치한 경우에는 최대

한 경험과 기억을 배제한 상태에서 VR 이미지 상에서 느껴지는 대로만

응답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정서적 반응은 앞서 보행자가 가로공간에서 지향하는 핵심 욕구인 것

으로 검토된 안전감, 편안함, 흥미로움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문 문항

을 구성하였다. 정서적 반응에 대한 모든 문항은 감정어휘평가를 활용하

였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외부 자극에 대해 느끼는 정서를 암묵적인

행동, 표정, 언어 등으로 표현한다(한명흠·오인욱, 2010). 따라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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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도 크게 비언어적(non-verbal) 방법과

언어적(verbal) 방법이 존재한다. 이 중 비언어적 방법은 전술한 행동,

표정, 음성을 관찰하는 것 외에도 뇌전도(EGG), 동공의 확대·축소, 심장

박동, 침과 땀의 분비 등 신경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의 생리적 반

응을 측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언어적 방법은 말 그대로 언어를 활용

하는 방식으로서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해 직접 기술하게 하거나, 주어

진 질문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거나, 정서와 관련된 형용사로서 감정(혹

은 감성) 어휘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박진녕 외, 2012). 이 중 가장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감정어휘

평가는 의미분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을 기반으로 측정이 이

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감정어휘 혹은 정서 형용사들의 경우 자칫 의미가 모호

하여 응답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

순히 형용사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어구를 포함시켜 형용사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소현 외(2009)는 주거지 보행환경 요인으로서 ‘위험성’

을 측정하기 위해 “밤에 걷다 보면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은 길이 많

다.”, “우리 동네는 밤에 걷기가 무섭다.”,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우리 동네에서는 걷다가 넘어지기 쉽다.” 등 상황 설명이 구체

적으로 포함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박소현(2009), 오

성훈·남궁지희(2011) 등의 연구를 토대로 안전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사건 혹은 상황을 크게 교통사고, 범죄, 부상으로 구분하고 각 상

황에 ‘위험한(두려운)-안전한(두렵지 않은)’의 형용사를 결합하여 안전함

을 측정할 수 있는 3가지 세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정서로서 편

안함은 영어로 comfort로 표현되나, 국내에서는 이를 번역할 때, ‘편안한’

이라는 용어 외에도 ‘쉬운’, ‘쾌적한’, ‘안락한’, ‘편리한’ 등 다양한 형용사

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열·조수영(2004)은 정서적 특성 변수

를 측정하기 위한 형용사로서 ‘유쾌한-불쾌한’, ‘편안한-불편한’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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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편안함을 측정하기 위한

SD 척도로서 ‘쾌적한(유쾌한)-쾌적하지 않은(불쾌한)’, ‘편안한-불편한’의

정서 형용사를 사용하나, 이와 더불어 ‘편리한-편리하지 않은’, ‘쉬운-어

려운’, ‘안락한-안락하지 않은’ 등의 형용사도 함께 사용하여 편안함에 대

한 정서적 반응을 반복 측정하고, 이 중 가장 타당도가 높은 문항을 변

수에 활용하였다. 또한, 안전함과 마찬가지로 상업가로에서 주로 나타나

는 보행 활동으로서 걷기, 구경하기, 상점 이용하기 등의 어구를 문항에

결합하여 설문에 활용하였다. 마지막 정서로서 흥미로움도 앞의 두 가지

정서 측정 문항과 동일하게 ‘재미없는(매력 없는)-재미있는(매력 있는)’,

‘지루한-흥미로운’ 두 가지 SD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각 시

각적인 측면, 활동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포함된

문항을 작성하였다.

정서적 반응을 측정한 후에는 점포의 만족도에 대한 세 가지 문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상업가로 방문자의 모든 활동은 대체로 점포

이용에 집중된다. 따라서 보행증진 및 가로 활성화를 결정하는 가로환경

특성으로서 점포에 대한 변수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단, 본 연구

에서는 이를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가로 상에 존재하

는 점포의 수나 종류가 VR 이미지 상에서 감각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정 업종, 브랜드에 대한 기피나

선호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결정되며, 이는 가로 이용

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고려

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여 점포의 개수에 대한 만족도, 점포의 종류에

대한 만족도, 방문하고 싶은 점포의 수 등 3가지 세부 문항에 대해서 7

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VR 이미지 상의 가로를 방문하고자 하는 의사를 측정하기

위해 5가지 세부 문항을 포함시켰다. 홍성조 외(2008)은 상업가로에 대

한 총체적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재방문 의사, 추천의사, 지역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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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개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더불어 보행시간, 체류시간, 지출금액, 목적

외 지출금액 등 4개 항목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문항들은 이후

다수의 연구들에서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

를 참고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단, 본 연구는 실제 가로 이용자를 대상

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만족도, 방문 의

향, 체류 시간 의향, 지출 금액 의향 등으로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추가

로 상업가로 이용 시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추가하

여 총 5가지 세부 문항으로 가로 이용 의사를 측정하였다.

개인 특성에 대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설문 문항은 모든 VR 이미지

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60명의 설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인

당 17개의 이미지를 할당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는 장시간 동안 VR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에서 3D 이미지를 시청할 경우,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시각적 피로도가 쌓여 설문 응답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17). 17개의 이미지 중 처음 2개의 이미지는 시작효과를 통

제하기 위한 필러 슬라이드(filler slide)에 해당하며, 나머지 15개의 이미

지는 실질적으로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서 분석

대상 가로인 60개 이미지로부터 할당한 이미지이다. 이러한 방식을 거쳐

이미지 1개당 15명의 피험자가 설문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900개의 분석 샘플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6개의 샘플을 제외한 894개의 샘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처럼 가로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각 가로에 대해 여러 명의 설문을

수행한 후 이를 종합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경우, 각각의 가로에 최대 몇

명의 응답자를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술적 합의가 이

루어진 바가 없다. 그러나 가상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보행자의 행태를

17) 본 설문에 앞서 도시설계 전공 대학원생 1명과 일반인 1명을 대상으로 파

일럿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1인당 15개의 이미지까지는 피로도가 쌓이

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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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문항 척도

개인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 명목

연령 명목

직업 명목

월 가구 소득(세후 소득) 명목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전공 경험 유무 명목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전공 최종 학력 명목

VR 이용 경험

VR 이용 경험 유무 명목

VR 이용 목적 명목

VR 이용 횟수 명목

가로 이용 경험 VR 이미지에 보이는 가로 이용 경험 명목 

정서적 

반응

안전함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함

(위험하고 두려운 - 안전하고 두렵지 않은)
리커트(7점)

범죄로부터의 안전함

(위험하고 두려운 - 안전하고 두렵지 않은)
리커트(7점)

부상으로부터의 안전함

(위험하고 두려운 - 안전하고 두렵지 않은)
리커트(7점)

편안함

보행의 편안함

(어렵고 불편한 - 쉽고 편한)
리커트(7점)

시설의 편리함 

(편리한 - 편리하지 않은)
리커트(7점)

공간의 안락함 

(안락하지 않은 - 안락한)
리커트(7점)

보행의 쾌적함 

(불쾌하고 쾌적하지 않은 - 유쾌하고 쾌적한)
리커트(7점)

활동의 쾌적함

(불쾌하고 쾌적하지 않은 - 유쾌하고 쾌적한)
리커트(7점)

흥미로움

시각적 재미

(재미없고 매력 없는 - 재미있고 매력 있는)
리커트(7점)

활동의 흥미

(지루한 - 흥미로운)
리커트(7점)

점포 만족도 점포 개수에 대한 만족도 리커트(7점)

[표 8] 설문 문항의 구성

분석한 87개의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수행한 Schneider

& Bengler(2020)에 따르면, 이미지 1개 당 10명의 응답을 수행한 연구들

에서도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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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

점포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
리커트(7점)

가보고 싶은 점포의 수

(매우 적음 - 매우 많음)
리커트(7점)

가로 이용 의사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
리커트(7점)

만남·쇼핑·외식 목적의 방문 의향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리커트(7점)

만남·쇼핑·외식 목적의 방문 시 소요 시간 의향

(10분, 30분, 1시간, 2시간, 2시간 이상)
순서

만남·쇼핑·외식 목적의 방문 시 체류 시간 의향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이상)
순서

만남·쇼핑·외식 목적의 방문 시 지울 금액 의향

(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이상)
리커트(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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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분석 모형 

다수준 분석(Multi-level Model)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샘플 수는 900개로 설문 대상자 1인이 1

개의 VR 이미지에 대해 응답한 케이스 각각이 분석 단위가 된다. 그러

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900명이 아닌 60명으로서 한 명의 응답자에

게 60개의 VR 이미지 중 15개의 이미지가 무작위로 할당되어 데이터 구

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 명의 응답자로부터 확보된 15개의 샘플들은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값이 동일한 집단으로 묶이게 된다. 이처럼

개별 샘플 수준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보다 상위 수준의 집단으로 묶이게

될 때, 이를 ‘위계적 데이터(hierarchical data)’라고 부른다(백영민, 2018).

이러한 위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집단 수준에서 측정된 변수와 개인 수

준에서 측정된 변수를 모두 설명변수로 투입한 후 일반최소자승(OLS)

방법으로 회귀모형을 분석을 수행할 경우, 동일한 집단에 소속된 측정치

들 간에 발생하는 유사성으로 인해 오차항에 대한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

지 못하기 때문에 모형추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같은 위계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위계선형모형은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 고정효

과(fixed effect) 외에 집단 간 차이가 개인 수준에서 모수추정치에 미치

는 효과를 뜻하는 랜덤효과(random effect)를 함께 분석한다. 위계선형모

형이 갖는 장점 중 하나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모든 변수

가 평균 중심화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수준(하위수준)에서 측정된

변수에 대해서는 집단평균 중심화 변환을 수행하고, 2수준(상위수준)에서

측정된 변수에 대해서는 전체평균 중심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두 변수 간

의 상호작용효과를 추정할 때 일반적인 모형에서 나타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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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의 구성 

3.3.1.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1) 가로환경의 인지적 특성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각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 도출된 인지적

환경 특성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가자 간 신뢰

도(IRR: Inter-Rater Reliability)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뢰도(reliability)란

측정 혹은 관찰된 결과들이 얼마나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

념이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자료의 안정성, 정확성, 신뢰성, 예측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차종석·김영배, 1994). 신뢰도는 크게 평가도

구 신뢰도(Criterion Reliability), 평가자내 신뢰도(Intra-rater Reliability),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중 평가자간 신뢰도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자들이 평가한 결과들이 얼마나 균형적이며 일관성이 있

는지를 평가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환경의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

를 활용하였는데, 그 결과에서 평가자간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는 애초에 각 변수들이 개인의 특성과 성향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들이며, 따라서 외부의 소수 관찰자에 의해 측정하

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수를 구축하고 본

격적인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3명의 전문가와 3명의 일반인을 대상으

로 측정한 인지적 특성 변수들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인지적 특성들을 측정하고 변수

화하고자 할 때, 외부 전문가의 평가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전문

가 평가와 일반인 평가 중에서는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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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1) : ICC(*, 1)

모델1 ICC(1, 1) 일차원 변량 (One-way random single measures)

모델2 ICC(2, 1)

이차원 변랑 (Two-way random single measures)

- 평가자 모집단으로부터 평가자를 임의추출, 각 평가자는 모든 n개의 

평가대상을 각각 평가 

모델3 ICC(3, 1)

이차원 혼합 (Two-way mixed single measures)

- 평가자는 사전지식이 있는 관계자 k명으로 구성, 각 평가자는 모든 

n개의 평가대상을 각각 평가 

ICC(2) : ICC(*, k)   여기서 k는 평가자 수로서 2 이상 

모델1 ICC(1, k) 일차원 변량 (One-way random average measures)

모델2 ICC(2, k)

이차원 변랑 (Two-way rondom average measures)

- 평가자 모집단으로부터 평가자가 임의추출 되고, 각 평가자는 모든 

n개의 평가대상을 각각 평가 

모델3 ICC(3, k)

이차원 혼합 (Two-way mixed average measrues)

- 평가자는 사전지식이 있는 관계자 k명으로 구성, 각 평가자는 모든 

n개의 평가대상을 각각 평가 

[표 9] 급내상관계수의 종류

평가자간 신뢰도를 검증할 때에는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유형과

평가자의 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지수가 달라진다. Cohen(1960)이 제

시한 Cohen's Kappa 통계량은 주로 두 명의 평가자가 이분형 명목변수

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신뢰도를 검증할 때 사용되며, 이와 동일하게 명

목변수로 평가되었으나 평가자가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Fleiss' kappa

통계량을 사용한다. 연속형 변수로 측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Shrout &

Fleiss(1975)의 급내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표 15]와 같이 6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ICC(1)은 개인수준의 신뢰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

ICC(2)는 조직 수준의 신뢰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모델1, 모델

2, 모델3은 평가자가 임의추출된 것인지 혹은 고정된 것인지에 따라 구

분된다(차종석·김영배, 1994).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인지적 환경 특성 변

수는 각 변수의 개념에 대해 사전지식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평가가 이

루어졌으며, 연속형 변수로 취급할 수 있는 7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

에 ICC(3, 1) 모델을 적용하여 급내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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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검증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경우 모든 변수에서 평가치의

신뢰도가 0.75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

다([표 16])18). 그러나 일반인이 수행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 결과는 전문

가 평가의 신뢰도 결과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미지어

빌리티, 유지관리성, 복잡성, 응집성, 투과성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서도

평가치의 일관성이 확보되었으나, 위요감과 휴먼스케일에 대한 평가에서

는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도가 확보된

이미지어빌리티, 유지관리성, 복잡성, 응집성, 투과성에 비해 위요감과 휴

먼스케일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

다. 실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는 모든 개념을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평

가 또한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하였으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전달했던 것과 동일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위요감과 휴먼스케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후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그룹에서 신뢰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이미

지어빌리티, 유지관리성, 복잡성, 응집성, 투과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을 합친 6명의 평가치를 대상으로 신뢰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서 급내상관계수가 0.7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7]). 이

같은 결과는 가로환경의 인지적 특성들이 개인의 주관적인 환경지각 과

정을 거쳐 느껴지는 특성이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보

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유사하게 지각되는 특성임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개념들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은 일부 전문적인 개념들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측정하

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18) 급내상관계수의 해석에는 Cicchetti and Sparrow(1981)와 Fleiss(1981)이 제

시한 기준이 주로 사용되는데, 두 기준 모두 급내상관계수 값이 0.75 이상일 때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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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급내 

상관 

계수

95% 신뢰구간

값
자유도

1

자유도

2

유의 

확률하한 상한

이미지 

어빌리티

일치도
전문가 .889 .875 .901 8.969 893 1786 .000

일반인 .733 .701 .762 3.747 893 1786 .000

합치도
전문가 .843 .709 .904 8.969 893 1786 .000

일반인 .654 .458 .763 3.747 893 1786 .000

유지 

관리성

일치도
전문가 .848 .830 .864 6.572 893 1786 .000

일반인 .732 .700 .761 3.724 893 1786 .000

합치도
전문가 .846 .828 .863 6.572 893 1786 .000

일반인 .417 -.033 .667 3.724 893 1786 .000

위요감

일치도
전문가 .770 .742 .795 4.345 893 1786 .000

일반인 .293 .209 .370 1.415 893 1786 .000

합치도
전문가 .734 .644 .795 4.345 893 1786 .000

일반인 .220 .082 .335 1.415 893 1786 .000

휴먼 

스케일

일치도
전문가 .783 .757 .807 4.614 893 1786 .000

일반인 .644 .601 .682 2.807 893 1786 .000

합치도
전문가 .754 .681 .806 4.614 893 1786 .000

일반인 .566 .389 .680 2.807 893 1786 .000

복잡성

일치도
전문가 .897 .885 .908 9.717 893 1786 .000

일반인 .840 .821 .857 6.242 893 1786 .000

합치도
전문가 .890 .870 .907 9.717 893 1786 .000

일반인 .816 .754 .858 6.242 893 1786 .000

응집성

일치도
전문가 .782 .756 .806 4.590 893 1786 .000

일반인 .780 .754 .804 4.542 893 1786 .000

합치도
전문가 .755 .687 .805 4.590 893 1786 .000

일반인 .743 .651 .804 4.542 893 1786 .000

투과성

일치도
전문가 .809 .786 .830 5.233 893 1786 .000

일반인 .769 .742 .794 4.338 893 1786 .000

합치도
전문가 .783 .719 .829 5.233 893 1786 .000

일반인 .747 .688 .792 4.338 893 1786 .000

[표 10] 인지적 특성 변수 측정값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 별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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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급내 

상관계

수

95% 신뢰구간

값 자유도1 자유도2
유의 

확률하한 상한

이미지 

어빌리티

일치도 .892 .881 .903 9.274 893 4465 .000

합치도 .816 .686 .881 9.274 893 4465 .000

유지 

관리성

일치도 .878 .865 .890 8.173 893 4465 .000

합치도 .784 .629 .861 8.173 893 4465 .000

복잡성
일치도 .918 .910 .926 12.228 893 4465 .000

합치도 .908 .892 .922 12.228 893 4465 .000

응집성
일치도 .854 .839 .869 6.871 893 4465 .000

합치도 .814 .751 .857 6.871 893 4465 .000

투과성
일치도 .884 .871 .895 8.592 893 4465 .000

합치도 .868 .841 .889 8.592 893 4465 .000

[표 11] 인지적 특성 변수 측정값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 간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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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변수명
회전된 성분행렬

공통성
1 2 3 4 5

가로 이용 

의사

체류 시간 .923 .196 .516 .488 .422 .858

지출 금액 .880 .262 .513 .504 .279 .822

방문 소요 시간  .820 .209 .640 .456 .709 .823

방문 의향 .819 .340 .770 .559 .688 .819

안전함
범죄에 대한 안전 .300 .916 .433 .311 .477 .853

교통에 대한 안전 .310 .838 .466 .168 .618 .778

흥미로움
활동의 흥미로움 .595 .356 .942 .540 .579 .896

시각적 흥미로움 .546 .412 .931 .408 .688 .882

점포 

만족도

점포 개수 만족도 .525 .204 .481 .917 .246 .850

점포 다양성 만족도 .515 .209 .489 .913 .420 .855

편안함
보행의 쾌적함 .320 .646 .559 .236 .887 .871

활동의 쾌적함 .442 .574 .682 .412 .872 .816

Kaiser-Meyer-Olkin 측도 : .905

Bartlett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 .000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프로멕스 

[표 12] 요인분석 결과

2) 보행자의 정서적 반응 변수에 대한 타당도 검증 

보행자가 가로환경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정서적 반응으로서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세 가지와 점포 만족도, 가로 이용의사를 측정하기 위

한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념들을 변수화하

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회전에는 프로멕스(promax)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처럼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변수들 간

의 영향관계를 다루고자 할 경우, 각 요인 간 독립성을 바탕으로 요인점

수를 도출하는 직각회전 방식보다 요인 간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사각회

전 방식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설문에 포함한 총 18개의 문항 중

최종 선택된 문항은 12개로서 KMO 지수와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모

두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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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응답
응답 빈도 

(명)

응답 비율 

(%)

성별
남자 36 60.0

여자 24 40.0

연령

20대 34 56.7

30대 25 41.7

40대 1 1.7

직업

대학생 1 1.7

대학원생 32 53.3

전일제직장근무자 25 41.7

무직(전업주무, 군인 포함) 2 3.3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전공 여부 

전공했음 29 48.3

전공하지 않았음   31 51.7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분야 

최종 학력 

전공하지 않았음 31 51.7

석사과정 중 17 28.3

석사과정 졸업 4 6.7

박사과정 중 8 13.3

월 가구 소득(세후 소득)

100만 원 미만 7 11.7

100만 원~200만 원 7 11.7

200만 원~300만 원 11 18.3

300만 원~500만 원 17 28.3

500만 원 이상 18 30.0

VR 사용 경험 여부 
사용해 본 적이 있음 41 68.3

사용해 본 적이 없음 19 31.7

VR 사용 목적 
사용해 본 적이 없음 19 31.7

게임 22 36.7

[표 13] 설문 응답자의 개인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

3.3.2. 변수의 기초통계

설문조사에 참여한 60명의 응답자는 남성 60.0%, 여성 40.0%로 구성되

었으며, 이 중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전공자는 48.3%, 비전공자는 51.7%

였다. 또한, 연령의 경우 VR 이미지를 시청하고 설문에 응답하는 데 어

려움이 없도록 설문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연령을 통제했

기 때문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대∼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VR 사

용 경험자는 전체의 68.3%로 이 중 게임의 목적으로 5회 미만 사용해

본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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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 3.3

연구 및 실험 12 20.0

영상(영화, 드라마 등) 시청 4 6.7

기타 1 1.7

VR 사용 횟수

사용해 본적이 없음 19 31.7

5회 미만 34 56.7

5회~10회 5 8.3

10회~15회 1 1.7

15회 이상 1 1.7

앞서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점포 만

족도, 가로 이용 의사에 대한 요인점수에 대한 894개 분석 샘플의 기초

통계량은 [표 19]와 같으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측정한 60개 가로의 인

지적 특성으로서 유지관리성, 위요감, 휴먼스케일, 응집성, 투과성, 복잡

성, 이미지어빌리티 7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20]과 같다.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안전함

(관련 문항 2개의 요인점수)
894 -2.25 2.50 .0000 1.00000

편안함

(관련 문항 2개의 요인점수)
894 -2.55 2.51 .0000 1.00000

흥미로움

(관련 문항 2개의 요인점수)
894 -1.89 2.11 .0000 1.00000

점포 만족도

(관련 문항 2개의 요인점수)
894 -2.19 2.26 .0000 1.00000

가로 이용 의사

(관련 문항 4개의 요인점수)
894 -1.95 2.66 .0000 1.00000

가로 이용 경험

(있음, 없음)
894

.29

(있음: 256, 

없음: 638)

0 1 .45

[표 14] 설문 응답자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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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유지관리성

(전문가 3인의 평균)
60 3.90 1.00 6.67 1.26

위요감

(전문가 3인의 평균)
60 3.72 1.67 6.00 1.11

휴먼스케일

(전문가 3인의 평균)
60 3.78 1.67 6.67 1.16

응집성

(전문가 3인의 평균)
60 3.61 1.67 6.67 1.10

투과성

(전문가 3인의 평균)
60 3.40 1.34 6.00 1.17

복잡성

(전문가 3인의 평균)
60 4.61 2.67 7.00 1.01

이미지어빌리티

(전문가 3인의 평균)
60 3.68 1.34 6.67 1.41

[표 15] 가로환경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

가로환경 구성요소로서 60개 가로의 가로 폭, 보도 폭, 차도 폭, 전체

차량 수, 주정차 차량 수, 오토바이 수, 가로 이용자 수, 입간판 수, 가로

경계석 수, 외부 진열대 유무 등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21]과 같다.

구분 빈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가로 폭 (m) 60 9.20 2.2 43 6.53

보도 폭 (m) 60 1.41 0 21 3.10

차도 폭 (m) 60 6.66 2.5 24 3.31

전체 차량 수 (대) 60 2.25 0 11 2.43

주정차 차량 수 (대) 60 1.85 0 11 2.28

오토바이 수 (대) 60 .38 0 2 .61

가로 이용자 수 (명) 60 3.87 0 18 3.64

입간판 수 (개) 60 1.08 0 7 1.58

가로 경계석 수 (개) 60 .07 0 2 .36

외부 진열대 여부

(있음, 없음)
60

.08

(있음: 5, 없음: 55)
0 1 .28

[표 16] 가로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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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분석 결과

4.1. 가로환경의 특성이 보행자 정서에 미치는 영향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계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계선형모형이나 2수준 경로분석과 같은 다수

준 분석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의 경우, 60명

의 설문 대상자 별로 15개의 VR 이미지를 할당한 후 각 이미지 별로 이

루어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구축된 자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응답자로

부터 구축된 분석 샘플들은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있어서 위계적 데이터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단, 일반적으로 위계적 데이터라 규정되는 개인 단위 - 지역 단위

데이터와 달리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는 집단 수준과 개별 수준 간의 위

계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일반적인 OLS 회귀분석 모형의 결과와 위계선형 모형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둘 중 어떤 모형이 분석에 보다 적합한지를 우선 검토하였

다.

우선 OLS 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함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37.9%, 편안함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49.6%, 흥미로움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위계선형모형 중 임의절편 모형으로 동일한 분석을 수행

하였다. 아무런 설명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무제약 모형부터 1수준의 변

수만 투입한 모형, 2수준의 변수까지 투입한 모형을 차례로 분석하였으

며, 이 중 AIC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모형을 최종 위계선형모형

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위계선형모형에서의 설명력과 OLS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위계선형모형에서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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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R-square로 측정할 수 있다.

 




  

 

( : 무조건부 모형의 1수준 분산,  : 최종 모형의 1수준 분산)

이를 바탕으로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의 R-square 값과

OLS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의 R-square 값을 비교한 결과는 [표 20]

과 같다. 이에 따르면,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

경 특성을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위계선형모형이 OLS 모형보다 설명력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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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

수
유의확률 VIF

B
표준 

오차

상수 -1.898 .337 .000

응답자

특성

성별 여자 -.183 .060 -.090 .003 1.230

연령
30대 .121 .063 .060 .056 1.368

40대 .030 .235 .004 .900 1.191

소득

100~200만원 .125 .124 .040 .310 2.154

200~300만원 .027 .116 .010 .819 2.851

300~500만원 .052 .103 .023 .615 3.011

500만원 이상 .231 .098 .106 .018 2.804

직업 무직 -.568 .164 -.102 .001 1.215

도시전공여부 (전공자) .039 .068 .020 .568 1.634

VR 이용 경험 (있음) .173 .062 .080 .005 1.154

인지적 

특성

유지관리성 .200 .033 .252 .000 2.473

위요감 .147 .047 .163 .002 3.772

휴먼스케일 .038 .051 .043 .460 4.740

응집성 -.043 .044 -.047 .336 3.289

투과성 .157 .037 .183 .000 2.633

복잡성 -.040 .043 -.040 .352 2.633

이미지어빌리티 -.058 .031 -.081 .066 2.697

개별 

가로환

경 

구성요

소 특성

보도 폭 .095 .011 .293 .000 1.727

전체 차량 수 .006 .013 .015 .629 1.410

오토바이 수 -.007 .045 -.005 .869 1.167

가로 이용자 수 .021 .010 .078 .025 1.690

입간판 수 .009 .020 .016 .640 1.530

가로경계석 수 -.281 .095 -.101 .003 1.630

외부 진열대 여부 (있음) -.302 .118 -.084 .010 1.485

기타
가로이용 경험 (있음) .119 .067 .054 .077 1.294

응답 순서 .003 .006 .013 .669 1.295

N = 894

R-square : .379  

*p<.05 **p<.01, ***p<.001

[표 17] 가로환경의 특성이 안전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OLS 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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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

수
유의확률 VIF

B
표준 

오차

상수 -2.654 .304 .000

응답자

특성

성별 여자 -.017 .054 -.008 .754 1.230

연령
30대 .052 .057 .026 .362 1.368

40대 .567 .212 .070 .008 1.191

소득

100~200만원 .008 .111 .003 .942 2.154

200~300만원 -.079 .105 -.031 .449 2.851

300~500만원 -.115 .093 -.052 .215 3.011

500만원 이상 -.350 .088 -.161 .000 2.804

직업 무직 .272 .147 .049 .065 1.215

도시전공여부 (전공자) .192 .062 .096 .002 1.634

VR 이용 경험 (있음) -.178 .056 -.083 .001 1.154

인지적 

특성

유지관리성 .154 .030 .193 .000 2.473

위요감 .109 .042 .121 .010 3.772

휴먼스케일 .039 .046 .044 .400 4.740

응집성 .080 .040 .087 .046 3.289

투과성 .124 .034 .145 .000 2.633

복잡성 .035 .039 .035 .370 2.633

이미지어빌리티 .057 .028 .080 .045 2.697

개별 

가로환

경 

구성요

소 특성

보도 폭 .037 .010 .115 .000 1.727

전체 차량 수 .004 .012 .010 .716 1.410

오토바이 수 -.014 .041 -.009 .736 1.167

가로 이용자 수 .007 .009 .025 .432 1.690

입간판 수 .002 .018 .004 .906 1.530

가로경계석 수 .039 .085 .014 .644 1.630

외부 진열대 여부 (있음) -.121 .106 -.034 .253 1.485

기타
가로이용 경험 (있음) .144 .061 .065 .018 1.294

응답 순서 .054 .006 .253 .000 1.295

N = 894

R-square : .496  

*p<.05 **p<.01, ***p<.001

[표 18] 가로환경의 특성이 편안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OLS 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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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

수
유의확률 VIF

B
표준 

오차

상수 -3.618 .334 .000

응답자

특성

성별 여자 -.131 .060 -.064 .029 1.230

연령
30대 .101 .063 .050 .108 1.368

40대 -.315 .233 -.039 .177 1.191

소득

100~200만원 .331 .122 .105 .007 2.154

200~300만원 .019 .115 .008 .867 2.851

300~500만원 .009 .102 .004 .926 3.011

500만원 이상 -.043 .097 -.020 .655 2.804

직업 무직 -.124 .162 -.022 .444 1.215

도시전공여부 (전공자) .142 .068 .071 .036 1.634

VR 이용 경험 (있음) .047 .061 .022 .439 1.154

인지적 

특성

유지관리성 .050 .033 .062 .135 2.473

위요감 .089 .047 .099 .055 3.772

휴먼스케일 .025 .050 .029 .620 4.740

응집성 .061 .044 .067 .165 3.289

투과성 .162 .037 .188 .000 2.633

복잡성 .208 .043 .209 .000 2.633

이미지어빌리티 .209 .031 .294 .000 2.697

개별 

가로환

경 

구성요

소 특성

보도 폭 .013 .011 .039 .262 1.727

전체 차량 수 .000 .013 -.001 .981 1.410

오토바이 수 .002 .045 .001 .961 1.167

가로 이용자 수 .010 .010 .035 .304 1.690

입간판 수 -.037 .019 -.063 .056 1.530

가로경계석 수 -.136 .094 -.049 .149 1.630

외부 진열대 여부 (있음) -.024 .116 -.007 .839 1.485

기타
가로이용 경험 (있음) .127 .067 .057 .057 1.294

응답 순서 .041 .006 .193 .000 1.295

N = 894

R-square : .391  

*p<.05 **p<.01, ***p<.001

[표 19] 가로환경의 특성이 흥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OLS 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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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수가 

안전함인 모형의 

R-square

종속변수가 

편안함인 모형의 

R-square

종속변수가 

흥미로움인 모형의 

R-square

위계선형모형

(임의절편모형)
.421 .514 .394

다중회귀모형

(OLS)
.379 .496 .391

[표 20] OLS 모형과 위계선형모형의 적합도 비교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여 가로환경의 특성이 보행자의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21], [표 22], [표 23]

과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99% 신뢰도 수준에서 유지관리성, 위요감,

투과성, 보도 폭이 증가할수록 안전함을 느끼며, 가로경계석 수가 많거나

외부 진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편안함에는 유지관리성, 위요감, 투과성, 보도 폭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안전함과 편안함 두 가지 정서는 대

체로 동일한 환경 조건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차

원 모델에서 제시한 설명처럼 안전함과 편안함이라는 정서가 모두 긍정

적이면서 낮은 각성의 특성을 지닌 매우 유사한 정서이기 때문이라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응답순서가 증가함에 따라 편안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VR기기를 처음 착용했을 때에는 다소 어색함이 있

으나,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기에 익숙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VR기기를 활용하여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변수들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특성을 살펴보면, 투

과성, 복잡성, 이미지어빌리티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들 특성들이 각성을 유발함으로써 안전함과 편안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가설로 설정하였던 트레이드오

프 관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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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Ⅰ-1

(무제약 모형)

모형Ⅰ-2

(임의절편모형)

모형Ⅰ-3

(임의절편모형)

고정효과(Fixed Effect)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상수(절편)  0.001 0.986  0.001 0.984 -0.188 0.232

응답자

개인 특성

변수

(2수준)

성별 여자 -0.188 0.107

연령
30대 0.111 0.322

40대 0.069 0.617

소득

100~200만원 0.113 0.469

200~300만원 0.018 0.934

300~500만원 0.046 0.730

500만원 이상 0.229 0.051

직업 무직 -0.558 0.010

도시전공여부 (전공자) 0.045 0.738

VR 이용 경험 (있음) 0.169 0.111

가로

환경

특성

변수

(1수준)

유지관리성 0.210  0.000 0.211 0.000

위요감 0.161 0.001 0.161 0.001

휴먼스케일 0.019  0.770 0.020 0.747

응집성  -0.045 0.197 -0.045 0.198

투과성 0.176 0.000 0.176 0.000

복잡성 0.005 0.893 0.004 0.905

이미지어빌리티 -0.039 0.212 -0.041 0.176

보도 폭  0.109 0.000 0.108 0.000

전체 차량 수 0.015 0.199 0.014 0.236

오토바이 수 0.039 0.342 0.033 0.411

가로 이용자 수 0.014 0.147 0.014 0.136

입간판 수 0.027 0.134 0.024 0.179

가로경계석 수 -0.336  0.000 -0.342 0.000

외부 진열대 여부 (있음) -0.246 0.007 -0.255 0.005

가로이용 경험 (있음) 0.100 0.199 0.090 0.247

응답 순서 -0.001 0.835 -0.001 0.859

랜덤효과(Random Effect) 분산요소 P-Value 분산요소 P-Value 분산요소 P-Value

2수준 분산 ( ) = 랜덤절편 0.132 0.000 0.159 0.000 0.123 0.000

1수준 분산 ( )  = 오차항 0.867 0.000 0.502 0.000 0.502 0.000

ICC 0.13 0.24 0.19

AIC 48758.028 2568.134 2071.252

BIC 49021.792 2755.166 2210.327

N = 894

. P<.10, *p<.05 **p<.01, ***p<.001

[표 21] 가로환경의 특성이 안전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선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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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Ⅱ-1

(무제약 모형)

모형Ⅱ-2

(임의절편모형)

모형Ⅱ-3

(임의절편모형)

고정효과(Fixed Effect)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상수(절편)  0.002 0.974 0.002 0.969 0.121 0.497

응답자

개인 특성

변수

(2수준)

성별 여자 -0.037 0.687

연령
30대 0.060 0.611

40대 0.524 0.001

소득

100~200만원 0.040 0.820

200~300만원 -0.058 0.685

300~500만원 -0.101 0.483

500만원 이상 -0.346 0.026

직업 무직 0.253 0.548

도시전공여부 (전공자) 0.210 0.087

VR 이용 경험 (있음) -0.160 0.140

가로

환경

특성

변수

(1수준)

유지관리성 0.176 0.000 0.174 0.000

위요감 0.118 0.002 0.117 0.002

휴먼스케일 0.049 0.275 0.050 0.268

응집성 .083 0.012 0.083 0.012

투과성 0.133 0.000 0.133 0.000

복잡성 0.060 0.092 0.060 0.088

이미지어빌리티 0.028 0.277 0.030 0.240

보도 폭 0.036 0.000 0.036 0.000

전체 차량 수 -0.002 0.824 -0.002 0.852

오토바이 수 -0.043 0.192 -0.040 0.217

가로 이용자 수 0.007 0.339 0.007 0.361

입간판 수 -0.021 0.271 -0.020 0.305

가로경계석 수 -0.082 0.225 -0.078 0.260

외부 진열대 여부 (있음) -0.188 0.063 -0.188 0.066

가로이용 경험 (있음) 0.094 0.161 0.107 0.114

응답 순서 0.052 0.000 0.052 0.000

랜덤효과(Random Effect) 분산요소 P-Value 분산요소 P-Value 분산요소 P-Value

2수준 분산 ( ) = 랜덤절편 0.163 0.000 0.139 0.000 0.099 0.000

1수준 분산 ( )  = 오차항 0.837 0.000 0.407 0.000 0.407 0.000

ICC 0.16 0.25 0.20

AIC 48737.392 2384.972 1884.081

BIC 49001.156 2572.004 2023.157

N = 894

. P<.10, *p<.05 **p<.01, ***p<.001

[표 22] 가로환경의 특성이 편안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선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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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Ⅲ-1

(무제약 모형)

모형Ⅲ-2

(임의절편모형)

모형Ⅲ-3

(임의절편모형)

고정효과(Fixed Effect)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상수(절편)  0.001 0.985 0.001 0.985 -0.114 0.519

응답자

개인 특성

변수

(2수준)

성별 여자 -0.143 0.118

연령
30대 0.099 0.380

40대 -0.342 0.025

소득

100~200만원 0.349 0.033

200~300만원 0.036 0.788

300~500만원 0.018 0.897

500만원 이상 -0.051 0.708

직업 무직 -0.170 0.780

도시전공여부 (전공자) 0.151 0.198

VR 이용 경험 (있음) 0.048 0.645

가로

환경

특성

변수

(1수준)

유지관리성 0.050 0.072 0.052 0.058

위요감 0.083 0.040 0.084 0.037

휴먼스케일 0.029 0.588 0.032 0.550

응집성 0.072 0.051 0.072 0.052

투과성 0.168 0.000 0.168 0.000

복잡성 0.235 0.000 0.236 0.000

이미지어빌리티 0.198 0.000 0.195 0.000

보도 폭 0.007 0.470 0.007 0.470

전체 차량 수 -0.005 0.706 -0.006 0.655

오토바이 수 -0.019 0.643 -0.022 0.577

가로 이용자 수 0.008 0.392 0.008 0.370

입간판 수 -0.063 0.001 -0.065 0.001

가로경계석 수 -0.167 0.037 -0.181 0.024

외부 진열대 여부 (있음) -0.093 0.368 -0.102 0.330

가로이용 경험 (있음) 0.162 0.010 0.162 0.011

응답 순서 0.043 0.000 0.042 0.000

랜덤효과(Random Effect) 분산요소 P-Value 분산요소 P-Value 분산요소 P-Value

2수준 분산 ( ) = 랜덤절편 0.152 0.000 0.115 0.000 0.097 0.000

1수준 분산 ( )  = 오차항 0.848 0.000 0.514 0.000 0.514 0.000

ICC 0.15 0.18 0.15

AIC 48745.414 2573.219 2080.164

BIC 49009.178 2760.252 2219.240

N = 894

. P<.10, *p<.05 **p<.01, ***p<.001

[표 23] 가로환경의 특성이 흥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선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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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행자의 정서적 반응 간 위계관계 

다수준 경로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응답자의 개인특성 변수와 가로환경

특성 변수 외에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관계

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을 하나의 모형 내에 모두 투입하여 각 정서적 반응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영향관계들을 고려한 경우에도, 가로환경의 특성이 각각

의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분석한 개별 모형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함에는 유지관리성, 투과성, 보도폭, 가

로경계석 수, 외부 진열대 여부가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만, 편안함의 경우 안전함, 흥미로움 간의 관계를 고려한 모형

에서 다소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선 모형에서 유의미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던 위요감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신 응집성이 미치는 영향이 새롭게 파악되었

다. 이는 모형에 보다 많은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모형이 보다 안정된 결

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움의 경우 투과성, 복잡성, 이미지어빌리티가 여

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변

수 간 관계를 살펴보면, 안전함이 증가할수록 편안함이 증가하며, 편안함

이 증가할수록 흥미로움이 증가하나, 안전함과 편안함 사이에는 유의미

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안전함이 편안

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행조건이며, 편안함이 흥미로움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안전함은 흥미로움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안전함과 흥미

로움 사이에는 위계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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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고정효과(Fixed Effect)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2수준

(Between 

level)

성별 여자 -0.187 0.107 -0.037 0.687 -0.144 0.114

연령
30대 0.110 0.324 0.061 0.609 0.099 0.378

40대 0.070 0.610 0.521 0.001 -0.341 0.025

소득

100~200만원 0.112 0.468 0.041 0.816 0.349 0.032

200~300만원 0.018 0.933 -0.058 0.689 0036 0.791

300~500만원 0.045 0.731 -0.101 0.458 0.018 0.899

500만원 이상 0.228 0.051 -0.346 0.026 -0.051 0.710

직업 무직 -0.562 0.009 0.251 0.550 -0.167 0.783

도시전공여부 (전공자) 0.044 0.742 0.210 0.087 0.152 0.194

VR 이용 경험 (있음) 0.168 0.114 -0.160 0.141 0.049 0.638

1수준

(Within 

level)

유지관리성 0.209 0.000 0.123 0.000 -0/047 0.072

위요감 0.159 0.001 0.078 0.037 0.017 0.578

휴먼스케일 0.021 0.744 0.045 0.241 0.003 0.941

응집성 -0.044 0.206 0.094 0.005 0.028 0.396

투과성 0.176 0.000 0.089 0.006 0.092 0.000

복잡성 0.004 0.914 0.058 0.101 0.207 0.000

이미지어빌리티 -0.040 0.189 0.039 0.110 0.181 0.000

보도 폭 0.107 0.000 0.010 0.240 -0.015 0.074

전체 차량 수 0.013 0.248 -0.006 0.555 -0.004 0.679

오토바이 수 0.032 0.424 -0.051 0.123 0.003 0.935

가로 이용자 수 0.014 0.140 0.004 0.618 0.003 0.686

입간판 수 0.023 0.206 -0.027 0.134 -0.052 0.001

가로경계석 수 -0.334 0.000 0.006 0.931 -0.138 0.084

외부 진열대 여부 (있음) -0.258 0.005 -0.128 0.196 0.014 0.852

가로이용 경험 (있음) 0.099 0.202 0.084 0.195 0.093 0.121

응답 순서 -0.001 0.090 0.053 0.000 0.014 0.029

안전함 0.244 0.000 0.035 0.395

편안함 0.541 0.000

N = 894

RMSEA: 0.000 CFI: 1.000 TLI: 1.000

. P<.10, *p<.05 **p<.01, ***p<.001

[표 24] 가로환경의 특성이 보행자의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

준 경로분석모형(모형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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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고정효과(Fixed Effect)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1수준

(Within 

level)

유지관리성 0.206 0.000 0.119 0.000 -0.058 0.029

위요감 0.161 0.001 0.079 0.034 0.011 0.717

휴먼스케일 0.015 0.816 0.040 0.292 -0.001 0.986

응집성 -0.048 0.168 0.090 0.008 0.026 0.430

투과성 0.173 0.000 0.086 0.008 0.086 0.000

복잡성 -0.007 0.847 0.042 0.230 0.191 0.000

이미지어빌리티 -0.036 0.241 0.039 0.108 0.185 0.000

보도 폭 0.109 0.000 0.009 0.267 -0.018 0.032

전체 차량 수 0.015 0.193 -0.006 0.536 -0.004 0.671

오토바이 수 0.043 0.297 -0.050 0.136 0.004 0.898

가로 이용자 수 0.014 0.141 0.005 0.552 0.004 0.663

입간판 수 0.032 0.076 -0.022 0.206 -0.050 0.003

가로경계석 수 -0.316 0.001 0.025 0.705 -0.091 0.247

외부 진열대 여부 (있음) -0.234 0.012 -0.114 0.244 0.024 0.759

가로이용 경험 (있음) 0.099 0.201 0.067 0.295 0.110 0.066

응답 순서 -0.001 0.837 0.053 0.000 0.014 0.023

안전함 0.248 0.000 0.039 0.341

편안함 0.548 0.000

N = 894

RMSEA: 0.048 CFI: 0.922 TLI: 0.871

. P<.10, *p<.05 **p<.01, ***p<.001

[표 25] 가로환경의 특성이 보행자의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

준 경로분석모형(모형Ⅴ)

이후 정서간 위계관계가 성립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조절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가장 저차원의 정서적 욕구로서 안전감이 낮게 확보된 경우

에 대해 동일한 모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전

함이 낮은 경우 기존에 편안함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분되었던 응집성,

투과성의 효과가 발현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흥미로움의 경우 안

전감이 낮다하더라도 복잡성과 이미지어빌리티가 미치는 정적효과가 없

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안전감과 흥미로움 사

이에는 위계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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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고정효과(Fixed Effect)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1수준

(Within 

level)

유지관리성 0.099 0.000 0.067 0.072 -0.043 0.213

위요감 0.037 0.387 0.018 0.790 -0.051 0.366

휴먼스케일 -0.037 0.457 0.091 0.202 -0.034 0.558

응집성 0.042 0.238 0.093 0.112 0.046 0.231

투과성 -0.065 0.075 0.101 0.031 -0.007 0.857

복잡성 0.035 0.304 0.055 0.232 0.146 0.002

이미지어빌리티 -0.034 0.161 0.044 0.209 0.180 0.000

보도 폭 0.177 0.000 0.017 0.753 0.074 0.141

전체 차량 수 0.019 0.045 -0.007 0.662 -0.002 0.893

오토바이 수 0.035 0.327 -0.060 0.213 0.008 0.844

가로 이용자 수 0.023 0.001 0.008 0.508 0.004 0.751

입간판 수 0.020 0.260 -0.041 0.094 -0.015 0.532

가로경계석 수 -0.227 0.067 0.138 0.342 -0.068 0.769

외부 진열대 여부 (있음) -0.053 0.608 -0.135 0.341 0.075 0.527

가로이용 경험 (있음) 0.118 0.064 0.018 0.851 0.139 0.119

응답 순서 0.006 0.323 0.049 0.000 0.002 0.799

안전함 0.285 0.000 -0.014 0.875

편안함 0.691 0.000

N = 456

RMSEA: 0.067 CFI: 0.778 TLI: 0.633 

. P<.10, *p<.05 **p<.01, ***p<.001

[표 26] 가로환경의 특성이 보행자의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

준 경로분석 (모형Ⅵ-1: 안전함이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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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편안함이 낮은 경우에는 이미지어빌리티가 흥미로움에 미쳤던

정적 영향이 사라지며, 반대로 편안함이 높은 경우에는 투과성, 복잡성,

이미지어빌리티가 흥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고정효과(Fixed Effect)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1수준

(Within 

level)

유지관리성 0.150 0.000 0.024 0.436 -0.060 0.158

위요감 0.098 0.116 0.031 0.424 0.045 0.430

휴먼스케일 -0.032 0.689 -0.064 0.128 0.020 0.788

응집성 -0.035 0.610 0.071 0.044 -0.052 0.453

투과성 0.051 0.324 0.029 0.414 0.041 0.268

복잡성 0.039 0.437 0.066 0.087 0.180 0.001

이미지어빌리티 -0.096 0.018 0.053 0.017 0.208 0.000

보도 폭 0.338 0.000 0.047 0.061 -0.071 0.153

전체 차량 수 0.036 0.022 0.026 0.072 -0.004 0.850

오토바이 수 0.118 0.030 0.019 0.618 -0.060 0.321

가로 이용자 수 0.019 0.098 -0.016 0.094 0.004 0.780

입간판 수 0.030 0.266 -0.003 0.857 -0.070 0.003

가로경계석 수 -0.640 0.000 -0.185 0.005 0.594 0.000

외부 진열대 여부 (있음) -0.074 0.621 0.079 0.573 0.142 0.399

가로이용 경험 (있음) -0.015 0.889 -0.014 0.826 0.136 0.162

응답 순서 0.002 0.742 0.043 0.000 0.001 0.947

안전함 0.053 0.131 0.154 0.006

편안함 0.499 0.000

N = 436

RMSEA: 0.067 CFI: 0.718 TLI: 0.534  

. P<.10, *p<.05 **p<.01, ***p<.001

[표 27] 가로환경의 특성이 보행자의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

준 경로분석 (모형Ⅶ-1: 편안함이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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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고정효과(Fixed Effect)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1수준

(Within 

level)

유지관리성 0.144 0.002 0.050 0.053 -0.044 0.306

위요감 0.173 0.007 0.031 0.279 0.002 0.954

휴먼스케일 0.022 0.773 0.077 0.007 -0.021 0.671

응집성 -0.183 0.000 -0.012 0.690 0.093 0.060

투과성 0.210 0.000 0.015 0.555 0.126 0.001

복잡성 -0.061 0.340 -0.020 0.553 0.254 0.002

이미지어빌리티 -0.012 0.809 0.049 0.038 0.180 0.000

보도 폭 0.092 0.000 0.007 0.304 -0.008 0.454

전체 차량 수 0.016 0.285 -0.022 0.005 -0.022 0.117

오토바이 수 0.060 0.459 -0.038 0.295 0.051 0.468

가로 이용자 수 0.011 0.339 0.016 0.022 -0.004 0.696

입간판 수 0.053 0.011 -0.006 0.609 -0.050 0.032

가로경계석 수 -0.266 0.018 -0.068 0.150 -0.127 0.173

외부 진열대 여부 (있음) -0.273 0.019 -0.070 0.411 0.048 0.700

가로이용 경험 (있음) 0.150 0.133 0..076 0.113 0.056 0.476

응답 순서 -0.019 0.026 0.001 0.926 0.023 0.011

안전함 0.129 0.000 -0.051 0.378

편안함 0.483 0.000

N = 458

RMSEA: 0.063 CFI: 0.799 TLI: 0.668  

. P<.10, *p<.05 **p<.01, ***p<.001

[표 28] 가로환경의 특성이 보행자의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

준 경로분석 (모형Ⅶ-2: 편안함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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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행자 정서가 가로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가로환경의 특성이 세 가지 정서적 반응들을 매개로 최종

적으로 가로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이에 따르면, 가로 이용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는 흥미로움

이며, 이는 점포 만족도 보다도 더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안함 역시 가로 이용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안전함은

가로 이용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정서적 반응들 사이에 성립되는 영향 관계는 앞서 분석한 결과들과

동일하게 도출되었는데, 안전함과 편안함, 편안함과 흥미로움 사이에는

직접적인 정적 관계가 성립되나, 안전함과 편안함 사이에는 유의미한 영

향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

움은 단계적 위계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 가지 정서들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 특성들을 도출해 보

면, 안전함에는 유지관리성, 위요감, 투과성이 영향을 미치고, 편안함에는

유지관리성, 응집성, 투과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흥미로움은 투과성, 복잡성, 이미지어빌리티에 의해 결정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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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가로 이용의사

고정효과(Fixed Effect)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1수준

(Within 

level)

유지관리성 0.206 0.000 0.120 0.000 -0.058 0.029

위요감 0.161 0.001 0.079 0.032 0.012 0.693

휴먼스케일 0.015 0.816 0.039 0.309 -0.03 0.949

응집성 -0.048 0.170 0.090 0.008 0.025 0.437

투과성 0.173 0.000 0.086 0.008 0.086 0.000

복잡성 -0.006 0.858 0.043 0.215 0.192 0.000

이미지어빌리티 -0.036 0.243 0.039 0.110 0.185 0.000

보도 폭 0.109 0.000 0.010 0.230 -0.017 0.042

전체 차량 수 0.015 0.190 -0.006 0.563 -0.004 0.704

오토바이 수 0.043 0.295 -0.047 0.159 0.008 0.831

가로 이용자 수 0.014 0.141 0.004 0.581 0.003 0.699

입간판 수 0.032 0.075 -0.021 0.234 -0.048 0.004

가로경계석 수 -0.316 0.001 0.023 0.729 -0.093 0.234

외부 진열대 여부 

(있음)
-0.234 0.012 -0.111 0.255 0.028 0.720

가로이용 경험 

(있음)
0.099 0.201 0.070 0.268 0.113 0.056

응답 순서 -0.001 0.835 0.052 0.000 0.014 0.028

안전함 0.248 0.000 0.039 0.343 -0.062 0.064

편안함 0.550 0.000 0176 0.000

흥미로움 0.440 0.000

점포 만족도 0.267 0.000

N = 438

RMSEA: 0.076 CFI: 0.764 TLI: 0.671  

. P<.10, *p<.05 **p<.01, ***p<.001

[표 29] 가로환경의 특성이 보행자의 정서적 반응을 매개로 가로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준 경로분석(모형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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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가로환경의 특성으로서 인지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이

미지어빌리티, 복잡성, 투과성, 응집성, 휴먼스케일, 위요감, 유지관리성

등이 보행자의 핵심 정서로서 안전감, 편안함, 흥미로움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가로 이용의사로 이어지는 효과를 분석하였

다. 특히, 세 가지 정서 사이에 성립될 수 있는 영향 관계를 검증함으로

써 각 가로환경의 특성이 가로 이용의사로 연결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세 가지 정서 간 위

계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초적인 정서적 욕구

로서 안전함은 편안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안전함이 충

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편안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응집성

의 효과 역시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흥미로움의 경

우 안전함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잡성, 이미지어빌리티가 미치

는 정적인 영향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서는 차하위 단계의 욕구라 할 수 있는 편안

함으로써 편안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잡성이 흥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며, 반대로 편안함이 높은 수준으로 갖춰질 경우에는 복

잡성의 흥미로움 증진 효과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질적인 가로 활성화로 직결되는 보행자의 상업가로 이용의사에는 흥

미로움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며, 그 밖에 점포만족도와 편안함도 주요

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전함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향후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해 가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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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환경 개선 전략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

게 다루어야 할 요소는 바로 흥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잡

성, 투과성, 이미지어빌리티라 할 수 있다. 다만, 흥미로움에는 편안함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편안함이 낮을 경우에는 복잡성이 흥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도 감소할 수 있으므로 선행 조건으로서 편안함에 대한 확

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편안함의 경우, 유지관리성, 응집성, 투과성 등

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중 투과성은 편안함 외에도 안전함과

흥미로움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또한, 편안함의 증진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안전함의 확보가 있

으나, 편안함과 안전함은 매우 유사한 정서로서 일부 공통적인 환경 요

소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현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

서는 이러한 환경 요소들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보행 증진 및 가

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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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보행자의 환경지각 관점에서 가로환경의 특성이 보행 증진

및 가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보행 증진 및 가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

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이들 중

대다수가 ‘환경-행동’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틀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해

왔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환경-인지-정서-행동’이라는 보다 구체

적인 틀을 바탕으로 보행 증진 및 가로 활성화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

다.

둘째, 가로환경의 특성을 규정하고 측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정량화가

용이한 변수들을 위주로 논의를 전개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게 이미

지어빌리티, 복잡성, 투과성, 응집성, 휴먼스케일, 위요감, 유지관리성 등

보다 질적이며 종합적인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

특성은 도시설계 분야에서 꾸준히 강조해 온 가치들임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으로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연구들에서만 부분

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이 전문가 평가를

통해 측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일반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등 보행자가 가로공간을 이용하는 과

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반응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들

정서는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들 간

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가로환경이 보행증진으로 이

어지는 효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이들 사이에 위계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수의 연구들에서 인용되어 왔으나,

이론적인 논의에만 머물렀을 뿐 실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지각과 정서심리학적 관점을 종합하여 실제 가로환경으



- 111 -

로부터 발생하는 세 가지 정서 사이에 어떤 영향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

증하였다.

넷째, 다수의 대상지에서 실제 가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연구의 경우 자료 수집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VR 기기를 사용하여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VR 기기의 연구 활용에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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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보행증진 및 가로 활

성화를 위해 가로 공간 단위에서 어떠한 인지적 특성들이 갖춰져야 하는

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지적 특성들을 강

화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개별 가로환경 구성요소들은 무엇인지에 대

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가로

환경 설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후 개별 가로환경 구성요소와 인

지적 특성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VR 이미지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활용해

온 2D 이미지에 비해서는 보다 실재감 있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나, 촬영

지점에서 위치가 고정된 이미지인 만큼 실제 가로 공간에서 이동해가면

서 접하게 되는 연속적인 체험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VR 동영상이나 가상현실과 같은 방법론 차원에서의

후속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보행증진 및 가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

으로서 가로 단위에서의 환경 특성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실

제 가로 이용자는 하나의 가로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 내에 포

함되는 다수의 가로들을 이용한다. 따라서 상업가로를 활성화시키는 요

인으로서 해당 가로 뿐 아니라, 가로가 속한 상권 전체의 특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로 단위에서의 환경 특성이 보행증진 및

가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측된

유동인구 수 데이터와 상권 단위에서 형성되는 환경 특성, 그리고 3Ds

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 단위의 환경 특성들이 포함된 분석이 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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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정서적 반응 측정을 위한 설문지 

VR 사진을 활용한 거리 이미지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거리의 특성이 보행자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신 내용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며 즐거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

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

되며, 순수한 연구목적 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에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설계연구실 박사과정 황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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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 특성에 대한 기초 설문 

다음 1~6번의 문항은 귀하의 개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서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해주시거나 알맞은 응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대학생 ② 대학원생 ③ 전일제직장근무자 ④ 시간제직장근무자

⑤ 자영업 종사자 ⑥ 무직(전업주부, 군인 포함)

4. 귀하는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 분야를 전공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1. 위 4번 문항에서 ①로 응답하신 경우, 해당 분야에서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학부 1학년 ② 학부 2학년 ③ 학부 3학년 ④ 학부 4학년 ⑤ 학사 졸업

⑥ 석사과정 중 ⑦ 석사 졸업 ⑧ 박사과정 중 ⑨ 박사 졸업 이상

5. 귀하의 월 가구 소득(세후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500만원 ⑤ 500만원 이상

6. VR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게임 등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6-1. 위 6번 문항에서 ①로 응답하신 경우, 주로 어떤 목적에서 VR을 사용하셨습니까?

① 게임 ② 교육 ③ 연구 및 실험 ④ 영상(영화, 드라마 등) 시청 ⑤ 기타

6-2. 위 6번 문항에서 ①로 응답하신 경우, 지금까지 몇 회 정도 VR을 사용하셨습니까?

① 5회 미만 ② 10회 미만 ③ 15회 미만 ④ 20회 미만 ⑤ 2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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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로에 관한 기초 설문 

7. 지금 보고 계신 거리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1. 위 7번 문항에서 ①로 응답하신 경우, 지금 보고 계신 거리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OOO입니다.)

① 맞음 ② 틀림

Ⅲ. 가로환경에서 느껴지는 안전감에 관한 설문 

다음 8~10번의 문항은 귀하가 보고 계신 사진의 거리를 실제로 거닌다고 생각했을 때, 거리가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혹은 위험하게 느껴지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거리를 이용

해 보신 적이 있다하더라도 가능한 경험과 기억을 배제하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만을 바탕으로 

각 질문에 가장 알맞은 번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8. 이 거리가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에 의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안전한

매우 

위험하다

중간 정도 

위험하다

약간 

위험하다

위험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약간 

안전하다

중간 정도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위험한

9. 이 거리가 노상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노상범죄에는 강도, 절도, 폭행과 같은 중범죄도 포함하나, 

소매치기와 같은 경범죄도 포함됩니다)

안전한

매우 

위험하다

중간 정도 

위험하다

약간 

위험하다

위험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약간 

안전하다

중간 정도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위험한
10. 이 거리가 넘어짐이나 부딪힘과 같은 부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안전한

매우 

위험하다

중간 정도 

위험하다

약간 

위험하다

위험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약간 

안전하다

중간 정도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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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로환경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에 관한 설문 

다음 11~14번의 문항은 귀하가 보고 계신 사진의 거리를 실제로 거닌다고 생각했을 때, 거리가 

편하게 느껴지는지 혹은 불편하게 느껴지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거리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다하더라도 가능한 경험과 기억을 배제하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만을 바탕으로 각 

질문에 가장 알맞은 번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11. 이 거리가 걷기 쉽고 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편한

매우 

불편하다

중간 정도 

불편하다

약간 

불편하다

불편하지도 

편하지도 

않다

약간 

편하다

중간 정도 

편하다

매우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편리하지 

않은

12. 이 거리가 주변의 상점과 같은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편리한

매우 

편리하지 

않다

중간 정도 

편리하지 

않다

약간 

편리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편리하다

중간 정도 

편리하다

매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편안하지 

않은

13. 이 거리에서 실내에 있는 것처럼 안락하고 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편안한

매우 

편안하지 

않다.

중간 정도 

편안하지 

않다.

약간 

편안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편안하다.

중간 정도 

편안하다

매우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쾌적하지 

않은

14. 이 거리가 걷고 쉬고 구경하고 활동하기에 쾌적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쾌적한

매우 

쾌적하지 

않다.

중간 정도 

쾌적하지 

않다.

약간 

쾌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쾌적하다.

중간 정도 

쾌적하다.

매우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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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로환경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에 관한 설문 

다음 15~16번의 문항은 귀하가 보고 계신 사진의 거리를 실제로 거닌다고 생각했을 때, 거리가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혹은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지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

니다. 각 거리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다하더라도 가능한 경험과 기억을 배제하고, 사진에서 보이

는 것만을 바탕으로 각 질문에 가장 알맞은 번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력없는
15. 이 거리의 모습이 시선을 끌만큼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느끼십니까? 
매력있는

매우 

매력없다

중간 정도 

매력없다

약간 

매력없다
보통이다

약간 

매력있다

중간 정도 

매력있다

매우 

매력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루한

16. 이 거리가 단순한 통행 외에 체류하면서 쉬고 구경하고 

주변시설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로 

흥미롭다고 느끼십니까?

흥미로운

매우 

지루하다

중간 정도 

지루하다

약간 

지루하다

지루하지도 

흥미롭지도 

않다

약간 

흥미롭다

중간 정도 

흥미롭다

매우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Ⅵ. 가로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설문 

다음 18~24번의 문항은 귀하가 보고 있으신 사진의 거리에 대한 만족도와 방문 의향에 관한 질

문입니다. 각 질문에서 가장 알맞은 부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이 거리에서 점포의 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이 거리에서 점포 업종의 다양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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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 거리에서 가보고 싶은 점포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매우 적다 적다 약간 적다 보통 많다 약간 많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이 거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만남, 쇼핑, 외식 등의 목적으로 이 거리를 방문하고자 할 의향은 어느 정도 입니까?  

매우 낮음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높음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만남, 쇼핑, 외식 등의 목적으로 이 거리를 방문한다고 했을 경우, 집으로부터 도보와 

대중교통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몇 분 정도가 소요되더라도 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0분 이내 10분~30분 30분~1시간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① ② ③ ④ ⑤

24. 만남, 쇼핑, 외식 등의 목적으로 이 거리를 방문한다고 했을 경우, 음식점이나 카페와 같은 

점포 이용 시간까지 포함하여 해당 거리에서 몇 시간 정도 체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3시간 이내 3시간 이상

① ② ③ ④ ⑤

25. 만남, 쇼핑, 외식 등의 목적으로 이 거리를 방문한다고 했을 경우, 음식점이나 카페와 같은 

점포 이용까지 포함하여 해당 거리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원 이내 2만원 이내 5만원 이내 10만원 이내 10만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 135 -

Abstract

The Effects of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Street Environment

on Street Vitalization in Commercial Areas

- Focused on Hierarchy of Pedestrian Emotional Needs -

Hwang, Ji Hyon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alkability has been steadily emphasized in the field of urban

design..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o far to find out

what physi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can promote walking and

vitalize street. Among them, relatively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conditions that established at the area level, such as

density and diversity of land use, but discussions on the street leve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re still lacking.

Especially, there is not much consideration for spatial characteristics

that have a more direct and immediate impact on pedestrian emotion.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detailed mechanisms that

exist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eet environment and street

vitalization because most studies have covered the direct influence

between the landscape usage behavior.

In this study, the detailed mechanisms between street environmetn

characteristics and pedestrian activity were iden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pedestrians' environmental perception. Specifically,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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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street, tidiness, enclosure, human

scale, coherence, transparency, complexity, imagability which are

formed inside individuals through cognitive processes were derived,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elements and three emotional

responses: safety, comfort and interest. In particular, by analyzing

hierarchical structure between the three emotional needs of pedestrian,

this study draw discussions on wha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hould be pre-eminent to induce lateral activation, and what factors

should follow up afterwards.

This analysis requires measuring pedestrian psychological responses

to the environment on many streets with different physi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but there is a limit to obtaining data

from field surveys that have been utilized in many existing studies.

Therefore, VR images are utilized in this work. Cognitiv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based on expert

evaluation and pedestrian emotional responses were measured for

ordinary people and students majoring in urban planning and urban

design. Multi-level analysis was performed as statistical models

suitable for analysis because these collected data had hierarchical

properti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mong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street environment, tidiness,

enclosure, and transparency have a static effect on safety and

comfort. Furthermore, it has been shown that transparency,

complexity, imageabil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interest. Because

interest requires high arousal, while safety and comfort require low

arousal, it was seemed that some characteristics of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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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that have positive effect on interest may reduce the level

of safety and comfort. But these relationships have not been derived

in this study. Rathe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transparency have been found to be very important factors by having

a combination of positive effects on two or more emotional responses.

Second,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afety and comfort, comfort and interest, but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afety and interest. This means that, as argued

in existing theories, there is a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safety, comfort and interest, and these hierarchies work in stages.

Based on this relationship,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to further

improve comfort, safety must be prepared in advance, and comfort

must come first to induce interest.

Third, it has been shown that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street

vitalization is interest among the three emotions. In order to induce

pedestrain activity and vitalize commercial street, imageability,

transparency, and complexity that directly affect interesting needs to

be enhanc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effect of

increasing interest by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can induce

comfort.

keywords : Street Vitalization, Pedestrian, Environmental Perception,

Theory of Needs, VR, Multi-level Model

Student Number : 2012-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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