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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가공간의 브랜드 개성과 만족,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여가공간 활용도
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가 공간으로서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을 측정하여, 청계천의 여가
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무응답 및 불성실한 자료
를 제외한 365부가 최종 유효 표본으로 채택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은 ‘혁신․
역동성’, ‘세련성’, ‘평온함’, ‘신뢰성’으로 나타났다. 총 5개의 경로 가운데 신뢰성과 만족도를 제외한 4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또한 청계천에 대한 인지도 차이에 대한 집단비교 결과는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여가공간으로서
청계천 활성화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브랜드 개성, 만족도, 청계천, 여가공간, 집단비교
요약

ABSTRACT：This study applied the brand personality scale(BPS) to Cheonggyecheon as a leisure
spac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brand personality, satisfaction, and behavior intentions, and to examine the path parameter differences
between visitors who know Cheonggyecheon and visitors who do not. The proposed model was test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365 participants, and a self-completion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the constructs.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ensur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del
obtained a good model fit. Results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dicated that in spit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idence and satisfaction, other paths have effects on satisfaction, which
in tur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behavioral intentions. Also, no relations ship was found between
visitors who know Cheonggyecheon and visitors who do not.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brand personality, satisfactions, Cheonggyecheon, leisure space, multi-grou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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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도
전체사업 131건 중 42건이 실외체육시설과 공원
등 여가공간이었다는 자료에서 드러나듯 여가공
간의 확충과 활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도삼,
2009). 여가공간의 증가는 시민들의 여가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으로 연결되며, 특히, 삶의 질이 향
상되면서 여가공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이제는 여가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
식이 필요하다(김현, 2010). 여가공간을 단순히
여가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다양
한 도시의 표상들 가운데 타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창조 계층의 유입을 촉진하는 차별화된 경쟁요소
이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장소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김현, 2010; 라도삼, 2009).
장소 마케팅은 공간이나 지역을 관리하는 개인
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
으로, 그 장소의 매력을 형성하여 상품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이다(Kolb, 2006). 장소 마케팅의 일
환으로 공간에 대한 브랜딩 전략이 중요해지는 이
유는 장소의 브랜드화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그 장
소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
이다(Kotler and Gertner, 2002). 따라서 여가공간
도 브랜드 전략을 활용하여 장소와 관련된 모든
요인들이 하나의 실체로 식별되도록 하고, 다른
공간과의 차별화를 촉진시키며 소비자의 만족과
선호, 충성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
는 브랜드 개성 개념을 적용함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Upshaw(1995)는 브랜드 포지셔닝을 위한 유
용한 수단으로 브랜드 개성의 전략적 가치를 제시
하였다. 전략적 가치는 브랜드의 전략적 핵심을

상기시켜 주며, 브랜드의 포지션을 직접적으로 확
장시켜 준다. 따라서 브랜드 개성은 차별화에 유
용한 수단으로, 경쟁 브랜드 간 물리적 속성이 유
사할 경우, 브랜드의 개성은 소비자 선택에 중요
한 속성을 제공한다.
현재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장소 브랜드 정체
성을 구축함에 있어서 브랜드 개성을 그 구성요인
으로 활용하고 있다(Aaker, 1997; Upshaw, 1995).
특히 여가공간도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브랜드 개
성을 파악하여 그 장소만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부분에 더욱 역량을 집중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가공간을 하나의 브랜드로 소비자
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여가공간이 가
지고 있는 브랜드의 특성, 즉 브랜드 개성이 무엇
이며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가공간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개성 요인에 대한 연구나 여가공간의 브랜드 개성
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
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계천을 대상으로 여가공간
의 브랜드 개성 요인과 특징, 그리고 그 영향을 분
석함으로써 여가의 활성화 및 여가공간의 활용도
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복원사업을
통해 대표적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한 청계천을 대
상으로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 요인을 조사한 결과
를바탕으로Aaker의BPS(brand personality scale)
를 활용하여, 여가공간 브랜드에서의 타당성을 검
증하고, 청계천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이, 브랜드 개성과 만족, 행동의도와 관
계를 파악함으로 장소 마케팅 차원에서 브랜드 개
성 형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개발 전략을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브랜드에 대한 인지는 소비자 행동과 직접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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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인
지도의 구축은 브랜드 자산 형성의 필수 조건이라
는 Keller(1993)의 제언을 바탕으로 여가공간의
인지도 차이를 통한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장소 마케팅과 여가공간

장소 마케팅이란 용어는 1980년대 유럽의 경제
적 통합 움직임과 더불어 서구 유럽의 도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이는 장소를 관리하는 개인
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일련의 경제적․사회
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기업가, 관광객 그리고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장소
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를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의
미를 포함하고 있다(고민석, 2005; 이진희, 2003).
이진희(2003)는 장소마케팅이란 특정 장소만
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관광 등의 경영자원
을 바탕으로 보다 매력있는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외
부의 자본 및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라
고 지적한다. 또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
미지를 파악하여 장소마케팅을 활용하는 주체의
목적에 맞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
로 전환하기 위해 장소 브랜딩과 같은 전략이 자
주 활용되기도 한다(고민석, 2005; 이진희, 2003).
장소 브랜드가 고객의 신뢰나 만족에 대한 부
분을 전략의 기초로 활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친밀감, 신뢰성과 같은 브랜드개성을활용하는
점은 일반 재화 브랜드와 유사하다(고민석, 2005;

이진희, 2003; Dinnie, 2004; Fan, 2006). 하지만,
장소 브랜딩 전략은 대상의 지정학적 위치, 관광
적 요소, 생태학적 자원, 거주민들의 특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전략화 시킨다는 면
에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들의 브랜딩 전략과
차별화 된다(Dinnie, 2004; Fan, 2006). 특히 Fan
(2006)은 장소 브랜드는 대상의 특성, 이미지, 목
적, 소유, 고객들과 같은 측면에서 일반 재화와 서
비스의 전통적인 브랜딩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
였다.
장소 브랜딩에 대한 전략적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 브랜드는 관계자들에게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이익을 제공해준다(이진희,
2003; Dinnie, 2004; Fan, 2006). 긍정적이고도 강
력한 장소 브랜드는 다른 나라들이나 지역들 그리
고 도시들과의 경쟁에 있어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된다. 따라서 장소 브랜딩은 오늘날 학문적으로나
실무적, 그리고 관광업계 종사자들, 도시 정책 입
안자들과 같은 이익집단들에게 있어서도 흥미로
운 주제가 되고 있다(Dinnie, 2004; Fan, 2006).
여가공간에 대한 장소마케팅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여가공간의 배치, 가치 측정, 여가공간의 의
미적 확장, 여가공간의 이용 실태, 여가공간이 여
가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
여가공간을 장소 마케팅의 대상으로 살펴보기 위
해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형태구성적 시각과 경
관미학적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Sitte
(1986)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배치에 주목하여 광
장, 가로, 공원, 도시블럭 등을 도시를 구성하는 주
요한 물리적 요소들로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가
도시를 미적으로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
다. 또한 경관미학적 시각에서는 공공건물, 공원,
콘서트홀, 오페라 하우스 등의 도시매력요소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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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0년 이후 여가공간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저자
연구내용
서주환․김동근(2000) 청소년 여가공간 계획요소의 중요도를 성취도 분석을 통해 강조
윤양수․김의식(2002) 레저행태변화와 여가공간 조성방안 연구를 통해 수도권 여가공간 조성의 기본방향 제시
고궁에 부여하는 가치를 추정하고 여가공간의 가치 존재를 실증적으로
문경일․임창호(2003) 도시여가공간으로서
파악
양재준(2007) 부산의 용두산 공원을 사례로 고령자의 여가공간으로서의 공원 이용 실태 평가
청계천 수변공간의 적합도 검증과 청계천 여가공간과 서울시티투어
손수진(2008) 여가공간으로서의
만족도와 영향력 및 상관관계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신규리 외(2009) 도심 속 공공 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 공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심창섭․서용석(2010) 도시여가공간으로서 복합쇼핑몰의 사회문화적 의의가 도시민의 여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현(2010)
일본 여가 정책의 변화특성 파악 및 한국 여가 정책과 여가공간의 새로운 방향 제시

물원, 식물원, 고궁 등의 레크레이션 요소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도시 공간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관광매력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Law, 1993). 이런 점에서 Law(1993)는 도시 관
광 매력물로서 자연경관, 문화․사회적 요소, 접
근성, 관광객에 대한 태도, 부대시설, 스포츠․오
락시설, 쇼핑및 상업시설을 제시하였다. Coltman
(1981)은 숙박시설, 도로, 공항 등의 하부구조와
숙박시설, 쇼핑 등의 상부구조로 구성된 문화적
설비와 기후나 자연경관 등의 자연환경적 매력물
과 위락공원과 주제공원 등과 같은 도심속 공원,
쇼핑센터, 위락 시설 등을 관광지 속성을 형성하
는 요소로 보았다. Law(1993)는 도시관광 매력물
을 도시관광객의 행동과 연관지어, 특별하고 흥미
로움, 오락, 문화적 흡인요소와 관광, 음식과 숙박
시설 등의 보다 구체적인 종류를 제시하며 이런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여가공간은 도시 관광분야에서도 장소 마케팅
적 접근이 필요한 자원에 해당되며, 여가에 대한
관심과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확충되는 여

가공간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장소 마케팅
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여 도시 관광 분야에 있
어 중요한 관광 상품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하지
만, 제시된<표1>에서보듯이, 대부분의여가공간에
대한선행연구들은도시공간의물리적배치(physical
setting)나, 시각구성의 관점(visual composition)
이나 이미지 형성(image-making)의 관점, 장소
창조(place-making)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이들 연구는 여
가공간을 주로 장소마케팅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의 활용방안으로 브랜드 전략을 접목하여 접근
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 브랜드 개성과 브랜드 태도

인간적인 특성이나 개성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귀속시키는 것을 Aaker(1997)는 브랜
드 개성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정의는 브랜드 개
성이란 브랜드화된 제품 및 서비스가 구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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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형적인 구조보다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특성
으로 구성된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브랜
드 개성은 소비자의 브랜드 선택과 의사결정과정
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마케터들은 이러
한 브랜드 개성 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이미지, 브
랜드 감성 가치,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와의 관계,
사용 경험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운영하고 개발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장소 브랜드의 개성은 감성적이며 무형적인 요
소로 장소 이미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연상이
라는 점에서, 물리적 공간 및 시설의 브랜드의 차
별성을 강화시키고 개인적인 의미를 증대시켜 주
는 브랜드 개성을 이용한 가치평가의 적용은 매우
의미있고중요한연구가될수있다(김유경, 2007).
도시나 장소에 대한 브랜드 측정은 그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강조하고 경쟁지와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방문객에게 인식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라고 볼 수 있다(Kolb, 2006). 특히 장소 브랜드는
방문객에게 일회성 방문에 대한 단기간의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 관계를 의미하는 동반자 현상을 야
기하는 매개체로서의 주요역할을 한다(Kotler and
Gertner, 2002). 따라서 단순한 소비의 기능이 아
니라 상징적 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성을 반영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장소 브랜드의 장점은 마케
팅의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소나 물리적 공간에 대한 브랜드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의 개발은 특정 공간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Ekinci and Hosany, 2006). 더욱이 여가공간
의 경우도 그 공간만의 기능적, 비기능적 특성에
방문자가 지각하는 가치가 결합되어 이용자에게
맥락적 경험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성적(rational)
및 감성적(emotional)으로 연결 고리를 만들어 방

문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브랜드
개성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다(Ekinci and Hosany, 2006).
Crockett and Wood(2002)는Western Australia
의 경우 관광지에 대한 브랜드 개성 캠페인을 통
해 최상의 자연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회복과 함께
방문 관광객 역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Ekinci
and Hosany(2006)는 관광목적지의 브랜드 개성
이 관광객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관광 목적지가 갖는 독특하고 매력적
인 개성은 장소의 지각된 이미지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방문선택에도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브랜드 개성은 궁극적으로 브랜드 태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태도란 특정 브랜드에
대하여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학습된 선유경향을 말하며(Fishbein and
Ajzen, 1975)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총체적 평
가를 기초로 정의된다(Wilkie, 1990). Zeithaml
(1988)은 브랜드 태도를 제품 관련 속성의 신념과
기능적, 경험적인 편익과 관련이 있고, 지각된 품
질에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브랜드 태도는 비
속성 관련 제품의 신념과 상징적 편익과도 관련이
있다(Rossiter and Percy, 1987). Mitchell and
Olson(1981)은 브랜드 태도를 브랜드에 대한 개
인의 전반적인 감정적 호감도이며, Mittal(1990)
은 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나 제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호
의적인 브랜드 태도의 형성은 중요하다. 또한 소
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 만족하게 되면 그 브
랜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경
험은 후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재구매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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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Low et al., 2000). 따라서 브랜드 태도
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
키고자 할 때 그들이 브랜드, 광고, 상품, 상점 등
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는가를 반영한다. 이러
한 점에서 브랜드 태도는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서문
식․김유경, 2003). 이처럼 브랜드 태도는 구매 행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
에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선행연구들은
지적한다.
브랜드 연구 분야에서는 인지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인지는 소비자가 인식하
는 브랜드 태도의 강도를 의미한다(Aaker, 1997).
Keller(1993)는 인지도는 소비자가 특정한 제품이
나 서비스에 대해 즉각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에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브랜드 자산 구축에 필요한 요소로 강조하
고, 이러한 브랜드 자산 구축은 소비자의 만족과
행동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Kim and Choi(2009)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성과는 소비자의 인지와 관련있으며, 인지도가 높
을수록 구매의도는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가공간으
로서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과 만족도, 행동의도에
대해 알아보고, 인지도 차이를 통한 브랜드 개성
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측정항목

측정항목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 중 도시, 장소

와 관광여가공간에 관련된 논문들에서 브랜드 개
성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항목의
선정을 위해, 최초 Aaker(1997)가 제안한 BPS 42
개 측정항목(현실적인, 가정적인, 순박한, 정직한,
진지한, 진실된, 건전함, 본질적인, 쾌할한, 다정다
감한, 호의적인, 대담한, 멋진, 흥미있는, 생기있는,
신선한, 젊은, 독창적인, 현대적인, 믿을수 있는,
열심히, 안전한, 지적인, 전문적인, 조직적인, 성공
적인, 앞서가는, 자신있는, 수준있는, 멋있게 보이
는, 매력적인, 여성적인, 부드러운, 외향적인, 남성
적인, 개척적인, 터프한, 억센)을 이용하였다.
또한 Aaker(1997)가 제안한 BPS를 적용한 도
시, 컨벤션, 호텔 등과 같은 장소의 브랜드 개성에
관한 선행연구(이태숙․김철원, 2009; 문빛․이
유나, 2010; 유창조 외, 2008; 윤태환, 2009)와
Aaker(1997)를 참조하여, 연구대상인 서울 도심
내 여가공간인 청계천의 특징을 고려하여 표면타
당성(face validity) 확보를 위해, 관광. 여가, 경영
학 분야의 10여 명의 대학원 연구생과 함께, 연구
대상과 무관한 항목 및 유사성이 높은 항목을 제
거하는 측정유목선별의 1차 척도 정화과정을 거
쳤다. 이를 통해 도시 및 장소에 대한 브랜드 개성
인 ‘혁신성’, ‘역동성’, ‘세련성’, ‘평온함’, ‘신뢰성’에
관한 요인을 중심으로 기초항목 추출이 이루어졌
고, 관광 및 여가분야의 2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내
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을 실시하여, 여
가공간에 대한 브랜드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최종 19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추출된 여가공간과 장소와 관련된 항목들은 실
제 여가공간 브랜드인 청계천을 방문한 50명을 대
상으로 예비조사(pilot survey)를 거쳐 최종 19개
항목을 본 조사(main survey)에 적용하였다.
브랜드 개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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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항목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개념
조작적 정의
혁신성 여가공간으로 국제적이고 혁신적이라는 특성

문항수
참고문헌
이태숙․김철원(2009);
4 문빛․이유나(2010); 유창조 외(2008);
윤태환(2009); Aaker(1997)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3 이태숙․김철원(2009);
역동성 많은
문빛․이유나(2010); 유창조 외(2008);
즐길 수 있다는 특성
윤태환(2009); Aaker(1997)
이태숙․김철원(2009);
세련성 여가공간으로서 매력적이고 세련되었다는 특성 4 문빛․이유나(2010); 유창조 외(2008);
윤태환(2009); Aaker(1997)
몸과 마음이 즐겁고 편안함을 5 이태숙․김철원(2009);
평온함 여가공간으로서
문빛․이유나(2010); 유창조 외(2008);
제공한다는 특성
윤태환(2009); Aaker(1997)
이태숙․김철원(2009);
건전하고, 믿을만한
신뢰성 여가공간으로서
3
문빛․이유나(2010); 유창조 외(2008);
공간이라고는 특성
윤태환(2009); Aaker(1997)
인지도 일반적으로 청계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1 Keller(1998)
만족 방문 후 여가공간으로서 긍정적인 감정
3 정세은(2009); Fishbein and Ajzen(1975)
행동의도 지속적 방문 의도에 대한 행동 의도
3 정세은(2009); Fishbein and Ajzen(1975)

평가하기위해다양한학자들의정의들중Fishbein
and Ajzen(1975)의 정의를 기초로 대상에 대한 긍
정적 감정을 ‘만족도’로 측정하고자 했다. 브랜드
태도의 행동적인 측면은 ‘재방문 의사’, ‘방문횟수
증가’, ‘추천의도’의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측
정했다(정세은, 2009). 또한 브랜드 태도가 일반
적으로 브랜드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있다는
점에서 ‘인지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Keller, 1998). 특히 Keller(1998)는 소비자가 브
랜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브랜드의 편익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는 소비자 행동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인
지도의 구축은 브랜드 자산 형성의 필수 조건이라
지적했다. 따라서 인지도는 청계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척도에 대한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고, 리커트(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가공간으
로서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과 만족, 행동의도 간
에 인과관계를 설정하였고, 인식의 차이를 중심으
로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과 행동변수의 차이를 분
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여가공간으로서 청계천의 브랜드 개
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청계천 방문객이 지각하는 만족 및
행동의도에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방문객이 인지하는 여가공간으로서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과 만족, 행동
의도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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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인 여가공간으로서 청계천

청계천은 과거 도심하천으로서의 이미지와 정
체성에 대한 담론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표 3>에
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하천시대’, ‘복개시대’, ‘복
원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하천시대에는 도심하
천이자 서민의 생활터전으로서(오장근, 2008; 이
지은, 2006), 복개시대에는 산업화, 근대화의 엔진
이자 도심 산업문화의 정점으로, 복원시대에는 문
화도시 서울의 핵심지역이자 세계도시 서울로 도
<표 3> 시대에 따른 청계천의 장소성 변화

이미지, 정체성
긍정적
부정적
도심자연하천, 서민들의 생활터전
빨래터, 놀이터
문화공간(답교놀이, 편싸움, 연등행사)
도심 남북의 사회적 경계선
민족 상권의 보호망
가난․불결․재해의 상징
-복개된 청계천 : 근대화 표식
빈민들의 움막촌/거지들의 토굴
-복개되지 않은 청계천 : 낙후된 공간
빈민들의 무허가촌
소외계층의 생활 터전
홍수/범람/오염/화재/전염병
범죄의 온상/ 위생과 치안의 사각지대
피난민/이농민들의 정착지
해방이후- -광교주변의 청계천 : 근대화가 완성된 미래의
1950년대 청사진
-평화시장 주변의 청계천 : 버려진 공간 의미,
제조업 작업의 공간
산업화/근대화 시대의 엔진
가난․재해․소외 공간
섬유수출기지
판자촌/우세식 변소
1960-70 년대 전국최대도매상권
화재/수해/치안
가전제품의 메카
영세공장(노동착취의 현장)
서민들의 희망의 공간(인력시장)
도심낙후지역
도심산업문화, 서비스업의 중심지
교통혼잡/오염/공해/악취/소음
1980-90년대 만물상
사건사고의 온상
동대문 패션디자인밸리
범죄도구의 출처
야간쇼핑문화
음란물 유통의 메카
문화도시 서울의 대표지역, 세계도시 서울로의
지역
2003년 견인차
환경
친화적인
공간
이후
인간 중심적 도시 공간
시민들의 역사 문화 체험 공간

시기
조선시대
(청풍계천,
개천)
하천
시대 일제시대
(청계천)

복개
시대

복원
시대

약하는 견인차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변화를 경험
하고 있다(오장근, 2008; 이지은, 2006).
하지만, 청계천 복원을 통해 청계천은 물리적
환경 개선의 효과뿐 아니라, 이미지 제고의 측면
에서도 성공을 거둔 도시 재생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복원된 청계천은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
마크 중 하나로 부상했고, 수변공간의 특성을 갖
고 있는 청계천은 여가공간으로서의 다목적 활용
이 가능하다(손수진․이혁진, 2008). 청계천의 공
유된 사회적 시선들을 통해 장소가 지닌 방문객들

자료 출처 : 오장근(2008), 이지은(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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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식하는 이미지는 일상문화공간, 문화예술 환
경 등과 같이 여겨지고, 이는 청계천이 서울시민
의 생활공간이자 여가놀이 공간이며 커뮤니티 공
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지은, 2006; 손수진․이혁진, 2008).
3.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설문조사를 위해 2014년 3월 21일부터 23일
간 청계천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실시했다. 설문 응
답은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했고, 설문지 배포는
연구자와 사전교육을 실시한 3명의 도우미가 실
시했으며, 설문 이전에 응답자의 참여 여부를 확
인 후 진행했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했고,
이 중 응답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무응답 및 불
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65부를 최종 유효 표본
으로 채택했다. 응답에 참여한 여성들은 202명으
로55.3%, 남성은 163명(44.7%)로 집계되었고, 연
령은 25～34세가 8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평균 학력은 4년제 대학(재학) 졸업자가 236명으
로 총 6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2년제 대
학(재학) 졸업자가 37명(10.1%)으로 다음을 차지
했으며, 대학원(재학) 졸업도 87명(23.8%)으로
나타났다.
수집한 자료는 PASW 18.0 통계 패키지를 활용
하여 분석했다.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요인을 추
출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으며, 각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실시했다.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추출한
변수들 사이에 유의적 영향관계를 설명하기 위하
여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과
인식차이를통한비교를위해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통해 가설을 검증했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구성개념의 차원성과 신뢰성

실증분석을 위한 가설검증에 앞서 19개 측정항
목들의 차원성(dimensionality)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고유치(eigen value)
값이 1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여 각각의 요인을 추
출하였으며, 요인 적재치 기준을 0.5로 하였다
(Hair et al., 2009).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흥미로
운 사실은 청계천 방문객은 여가공간으로서 청계
천의 브랜드 개성 중 ‘혁신성’과 ‘역동성’을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성’과 ‘역
동성’의 측정항목들이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나타
났다. 추출된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
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한 측정항목 신뢰성을 평가하였고, 신뢰
성 계수값이 0.7 이상이면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
로 간주하였다(Hair et al., 2009).
다음단계로 측정 항목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차원성을 평가하고, 연구 모형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했다. Hair et al.(2009)은 구조방정
식의 모형 적합성에 대한 명확한 권장 기준이 정
립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chi-square값은
관찰변수의 분포나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몇 개의 적합도 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GFI, CFI, TFI, 그리고 RMSEA를 제시했다(Hair
et al., 200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표준화 요인 값들은
<표 4>에 제시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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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CFA
Critical
요인
설문 항목(평균값)
AVE
적재치
Ratio
젊은(4.97)
.975
창의적(5.32)
.951
16.339
혁신적(5.05)
.932
15.609
혁신․역동성
.758
현대적(4.86)
.830
14.001
미래지향적(4.84)
.792
12.858
국제적(4.86)
.406
4.973
세련된(4.66)
.984
품위있는(4.55)
.974
14.469
세련성
자신감있는(4.81)
.957
14.101
.722
고급스러운(4.52)
.844
13.473
유행적인(4.29)
.691
11.160
편안한(4.38)
.988
여유있는(3.85)
.979
14.696
평온함
질서정연한(4.07)
.965
14.676
.801
다정한(4.10)
.696
11.072
즐거운(5.34)
.624
9.406
건전한(3.53)
.996
신뢰성
믿을만한(3.13)
.993
19.382
.822
정직한(3.87)
.991
19.251
전반적인 만족도(5.02)
.992
만족
여가공간에 느낌(4.63)
.990
14.598
.624
전체적인 분위기(4.87)
.984
12.893
재방문의도(5.50)
.984
행동의도
추천의도(5.34)
.977
18.596
.845
방문회수 증가(5.23)
.958
17.897
chi-square(d.f)=711.382(260), p-value=.00, GFI=.911, CFI=.958, TFI=.944, RMSEA=.059

르면, 제시된 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chi-square(d.f)=711.382(260), p-value=.00, GFI
=.911, CFI=.958, TFI=.944, RMSEA=.059로
구조방정식의 모형 적합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 변수들의 표준화 요인
값의 C.R.값들도 모두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신뢰도가 확보되
었다(Anderson and Gerbing, 1988; Hair et al.,
2009). 또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
이 기준치인 0.5를 웃돌고 있으므로 각각의 요인
은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Anderson
and Gerbing, 1988; Hair et al., 2009). 따라서 이

신뢰도
계수
.819
.812
.837
.887
.790
.888

측정항목 및 연구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판별 타당성 및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
타났다(Anderson and Gerbing, 1988; Hair et al.,
2009).
2. 구성개념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구성개념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 각요인의 개념 신뢰도값과 AVE값과 요
인 간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R )의 차이를 비교했
다(Anderson and Gerbing, 1988; Hair et al., 2009;
Ping, 2004). Anderson and Gerbing(1988)이 제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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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평균값
F1: 혁신․역동성 4.98(0.954)
F2: 세련성
4.77(0.992)
F3: 평온함
4.10(1.353)
F4: 신뢰성
3.52(1.540)
F5: 만족
4.87(1.361)
F6: 행동의도
5.23(1.403)

F1
.758*
.554
.324
.218
.254
.357

시한 방법을 활용하여 변수들의 요인 부하량 및
AVE값을 살펴보았고, 또한 구성개념의 집중타당
성 검증을 위해 개념 신뢰도의 값을 계산했으며,
결과에 따르면 .627에서 .845사이로 나타났다. 이
는 기준치인 0.5보다 상회하여 연구모형은 집중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Ping, 2004).
Anderson and Gerbing(1988)에 따르면 각 잠재
요인의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을 상회할 때
판별타당성이 확보된다고 지적하였다.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R )보다 크고, 이는 다른 요인들
과의 상관관계보다 내적으로 더 높은 상관이 존재
한다는 결과로 귀결된다(Ping, 2004).
구성개념의 판별타당성을 위해 상관 분석을 통
해 제시된 구성개념의 AVE값과 상관계수를 비교
했다. <표 5>에 제시한 대각선 요소들은 각각의 개
념에 대한 AVE값을 표기하고, 비대각선 요소들
은 해당 개념 간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에 대한 제곱 값들이 해
당 개념의 AVE값을 넘지 않아 판별타당성을 확
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연구문제 1(여가공간
으로서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은 무엇인가?)과 관
련해 여가공간으로서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은 ‘혁
신․역동성’, ‘세련성’, ‘평온함’, ‘신뢰성’으로 나타
²

F2

F3

F4

F5

F6

.722*
.368
.357
.214
.244

.801*
.554
.358
.401

.822*
.382
.201

.624*
.224

.845*

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Aaker(1997)가 제시한 ‘진
실함’, ‘활달함’, ‘유능함’, ‘세련됨’, ‘강인함’과 같은
브랜드 개성 요인 도출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항목 측정과정에 있어 BPS
42개 측정항목을 기준으로 도시, 컨벤션, 호텔 등
과 같은 장소의 브랜드 개성에 관한 문헌을 통해
항목이추출되었고(이태숙․김철원, 2009; 문빛․
이유나, 2010; 유창조 외, 2008; 윤태환, 2009), 관
련분야 대학원생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2번에 걸
친 척도 정화과정을 통해 보다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되었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방문객이 인지한 브랜드 개성의 평균값을 보면
(<표 5> 참조), ‘혁신․역동성’, ‘세련성’, ‘평온함’,
‘신뢰성’ 순으로 나타났다.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
이 ‘혁신․역동성’이라고 방문객이 느끼는 것은,
청계천 복원을 통한 여가공간으로서의 활용이 기
존의 청계천 이미지에 대한 탈피와 동시에, 도시
중심의 여가공간으로서 활용의 의미가 창의적이
고, 현대적이라고 방문객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청계천의 이미지가 정적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이 모여 여가공간의 다양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즐
긴다고 방문객은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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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성’에 대한 부분도 방문객이 높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공간으로서 청계천내
에 설치된 예술작품, 조형물 및 구조물에 대한 느
낌이 여가공간으로서 세련되고, 고급스럽다는 결
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온함’은 여가공
간으로서 몸과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며 심신의 휴
식을 취하기에 적합한 휴식처라는 특성으로, 청계
천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여가공간으로서 청계천
에 대한 인위적인 거부감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
럽게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브랜드 개성요인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기록했지만,
‘신뢰성’에서는 방문하는 시민들이 여가공간으로
서 청계천을 건전하고 믿을만한 공간이라고 인식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3. 구조분석 및 다중집단분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의 추정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모형의적합성을검토해보면chi-square(d.f)

=718.384 (264), p-value=.00, GFI=.910, CFI=.958,
TFI=.945, RMSEA=.059로 권장기준을 충족하
여 모형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경로 간 통계적 유의여부를 판단하였고, 제시된
경로분석의 결과는 총 5개 경로 가운데 ‘신뢰성 →
만족도’간의 관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고, 나머지 4개의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혁신․역동성 → 만족도, 세련성 →
만족도, 평온함 → 만족도, 만족도 → 행동요인).
경로분석 결과를 연구문제 2(청계천 방문객이
지각하는 만족 및 행동의도에 청계천의 브랜드 개
성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연결지어 보면,
신뢰성과 만족도 간의 관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고, 나머지 브랜드 개성과 만족과의 관
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혁신․역동성 → 만족도,
세련성 → 만족도, 평온함 → 만족도). 또한 브랜
드 개성을 통한 방문객의 만족도는 향후 행동요인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이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문헌의 결과와 부합한다
(이태숙․김철원, 2009; 문빛․이유나, 2010; 유

<그림 1>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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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다중집단분석 결과
경로제약
비제약모형
혁신․역동성 → 만족도
세련성 → 만족도
평온함 → 만족도
신뢰성 → 만족도
만족도 → 행동요인

chi-square
1020.893
1022.518
1022.626
1022.532
1022.218
1022.090

창조 외, 2008; 윤태환, 2009). 즉 본 연구의 결과
는 청계천 방문객이 인식하는 청계천의 동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역동성’(β=.493)과 편안하고 여
유 있는 청계천의 모습인 ‘평온함’(β=.285), 그리
고 청계천의 도시적이고 세련된 모습의 ‘세련성’
(β=.126)이 여가공간으로서 청계천을 이용하는
방문객이나 시민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이렇게 형성된 만족(β=.681)은 청계천 방문
에 대한 지속적인 행동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을 밝혔다.
마지막단계로, 방문자의청계천에대한인지도를
중심으로 다중집단분석(multiple-group analysis)
을 실시하였다(Anderson and Gerbing, 1988; Hair
et al., 2009). 방문객이 인지하는 여가공간으로서
청계천의항목평균값(3.712)을조절점수(moderator
score)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365명의
응답자들 가운데 205명은 청계천에 대한 높은 인
지도를 보였고, 반면 160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
지도를 보였다. 따라서 두 개의 샘플그룹을 바탕
으로 다중집단분석을 실행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다중집단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브랜드 개성, 만족도, 행동의도 간의 인식도
차이에 의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것으로나타났다. 각각의비제약모형과제약모형

d.f
528
532
532
532
532
532

∆chi-square/d.f
1.625
1.733
1.639
1.325
1.197

채택여부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사이의 Chi-square값의 차이는 자유도 4(p<0.05)
의 기준 값인 9.49 이하로 나타났고, 이는 청계천
에 대한 인식차이가 브랜드 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3(방문객이 인지하는 여가공
간으로서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과 만족, 행동의도
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가?) 검증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는 유효하지 못했다.
Ⅴ.

종합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복원사업을 통해 대표적 여가 공간
으로 탈바꿈한 청계천을 서울도심에 자리한 여가
공간으로 바로 보고,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 측정
을 통해 장소마케팅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 특히, 청계천을 대상으로 여가공간의
브랜드 개성 요인과 방문자의 만족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과 향후
행동에영향을미치는브랜드개성요인을Aaker‘s
BPS를 활용해 여가공간 브랜드 개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문객이 인식하는 청계
천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여가공간으로서의 청계
천의 브랜드 개성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청계천의
브랜드 개성에 대한 잠재적 방문객과의 마케팅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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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계천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인식하는 브랜드 개성을 ‘혁신․역동성’,
‘세련성’, ‘평온함’, ‘신뢰성’ 순으로 볼 때, 상대적
으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방문객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브랜드 개
성 요인에 비해 낮은 경로값(β=.004)으로 나타났
다는 것을 볼 때, 여가공간으로서 청계천의 신뢰
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뢰성이 방
문객이 인식하는 브랜드 개성으로 추출되었지만,
신뢰성의 평균값(3.52)이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낮은 것을 볼 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자들은 청계천이
여가공간으로서 건전하고 믿을만한 공간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실무자들은 청계천에 대한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계천 주변의 정리와 보안
에 대한 부분을 보다 강화하거나, 현재 시행중인
안정성 및 건전성을 추구하는 정보를 웹페이지 및
관광정보채널에 보다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
또한 청계천에 대한 사례가 여가공간이 기본적
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평온함’이 상대적으로 ‘혁
신․역동성’, ‘세련성’에 비해 낮은 평균값과 만족
에 대한 낮은 경로값을 고려할 때, 여가공간 이용
자들에게 있어 ‘평온함’에 대한 부분을 확산시킬
전략도 필요하다. 즉 ‘평온함’은 여가공간을 찾게
하는 주요동기인 만큼, 청계천의 실무 관리자들은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여가공간을 구성하는 시설
의 편리성 외에도 전반적인 공간 이미지나 서비스
등이 ‘평온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 교

육을 포함한 디자인 등 총체적인 관리가 요청된
다. 따라서 이미 방문객들도 청계천에 대한 브랜
드 개성을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무자 및 정
책자들은 지속적으로 청계천이 여가공간으로서
시민들과 방문객이 쉬고 즐길 수 있는 ‘평온함’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강조하고, 서울이라
는 도시의 대표적이고, 창의적인 여가공간이라는
‘혁신․역동성’, ‘세련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방문
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노력은 여가공간의 근본적인 성격인 휴식
과 재충전을 제공할 때, 여가공간 활용을 극대화
하고,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적 만족 향상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가공간으로서 청계천의 브랜드 개
성 요인과 특징, 그리고 그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여가의 활성화 및 여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유용한 마케팅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편의적 추출방법은 연구진행자의 편의에 의해 수
집된 표본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25～34세 집단
이 82.2%로 편중되어 있듯이 표본 수집과 관련한
측정오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편의적 추출방법 이외에 표본수집방
법을적용하여연구에대한측정오차를줄일수있는
방법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Keller(1998)
는 인지도 차이가 브랜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지도 차이에
의한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행 연구에서 인지도에 관한 다항목척도를 적용
한다면 인지도 차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인지도 이
외에도 사전방문여부를 통해 재방문객과 처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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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객의 브랜드 개성 차이에 대한 연구도 관계마케
팅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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