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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화 지의 공간이미지 구성요인과 방문객 만족도와의 향 계* 

- 남산골 한옥마을을 심으로 -

최 승 담**․최  석***

The Relation between the Components of Spatial Image and 

Visitors' Satisfaction in a Traditional Cultural-Tourism Site*

Seung-Dam Choi**․Young-Seok Choi***1)

���본 연구에서는 통문화 지의 공간이미지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공간이미지 구성요인과 방문

객 만족도와의 향 계를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지구를 상으로 하여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통문화 지의 공간이미지 구성요인으로 ‘조화성’, ‘휴식성’, ‘통일성’, ‘고유성’, ‘변화성’, ‘이원성’의 6가

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한편, ‘이원성’을 제외한 5가지 요인은 모두 방문객 만족도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정도는 ‘휴식성’, ‘고유성’, ‘변화성’, ‘통일성’  ‘조화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산

골 한옥마을의 경우는 ‘조화성’, ‘휴식성’  ‘통일성’요인과 련해서 반 으로 정  이미지를 나타내

고 있으나 ‘고유성’  ‘변화성’ 요인은 다소 부정 으로 인지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문화 지

의 경우 방문객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히 소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쉼터로서의 기능도 매우 요함

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통문화공간의 구성에 있어 변화성과 통일성을 조화시키며 자연 ․인  요

소가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통하여 방문객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목 지 이미지, 공간이미지, 만족도, 통문화 지, 남산골 한옥마을

ABSTRACT：In this study, the components of spatial images of traditional cultural-tourism sites were 

identified,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mages of the identified components and visitors' 

satisfaction were analyzed. The spatial image components that were identified in this study are 

harmony, rest, unity, variation, and du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se components, 

with the exception of duality, influence visitors' satisfaction in the following order, from the most 

influential to the least influential: rest, uniqueness, variation, unity, and harmony. In the case of 

Namsangol Traditional Village in Seoul, the visitors' spatial images of the components of harmony, 

rest, and unity were revealed to be positive, but the visitors' spatial images of the components of 

uniqueness and variation were revealed to be somewhat nega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raditional cultural-tourism sites should be developed so that aside from having the attraction 

of highlighting unique traditional cultures, they would also be conducive to rest. This study also 

implies that by harmonizing natural and physical assets and by pursuing both variation and unity, 

the satisfaction of the visitors of traditional cultural-tourism sites could be enhanced. 

Key Words：destination image, spatial image, satisfaction, traditional cultural-tourism sites, 

Namsangol Traditional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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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의 이미지 제고는 지의 유인력과 방

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한 필수 인 요건이다. 

지의 이미지는 지에 한 객의 생각

이나 인상을 의미하는데, 객들은 지 선택

에 있어 주 인 생각에 많은 향을 받기 때문

이다(Chon, 1991; 이태희, 1997). 이러한 이유로 

행태의 이해제고나 지의 유인력 증  차

원에서 지 이미지에 한 연구는 학 분야

의 주요 연구 상이 되어 왔다.

그동안 지 이미지 련연구는 이미지의 측

정  평가, 이미지 형성과정, 이미지의 향과 이

미지를 활용한 마  략수립 등 범 가 넓었

다. 한편, 연구 상에 있어서도 공원, 리조트, 일반

지, 지역축제  도시 지 등 다양했다(엄

서호, 1994; 이장주․박석희, 1999; 최승담․박경

렬, 2005). 하지만 통문화 지를 상으로 공

간  에서 근한 이미지 연구는 미흡했다. 

통문화 지를 상으로한 공간이미지 연구

의 필요성은 차 증 하고 있다. 인들의 

통문화에 한 향유욕구가 강해지면서, 차 통

인 공간에 한 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

다. 한 통문화 지는 그 공간이 갖는 독특

함과 고유함 때문에 많은 객이 방문하기를 원

하는 명소가 되고 있으며, 고유성과 신기성을 

추구하는 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정

숙․ 김남조, 2001: 79).

이미지 연구의 기본은 이미지의 구성요인을 도

출하는데 있다. 이미지 구성요인에 한 정확한 

이해는 재 이미지에 한 평가와 그 이미지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Gartner, 1993). 지 공간이미지의 경우 

구성요인에 한 이해는 객들이 그 공간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는지를 악하는데 있어 

요하다. 한, 이러한 이해는 새로운 공간의 형성

이나 공간 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Gartner, 

1993; 이태희, 1997).

본 연구의 목 은 통문화 지의 공간이미

지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이미지구성요인과 방문

객 만족도와의 향 계를 밝히는데 있다. 연구의 

상은 서울특별시의 남산골 한옥마을을 선정하

는데 이는 도심의 통문화 지로서 남산골 

한옥마을의 발  잠재력과 공간구성의 다양성 등

을 고려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  

지 이미지, 공간이미지  통문화공간 등에 

한 문헌 분석과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공간이미

지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구성요인과 방문객 만족

도와의 향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 다.

    

Ⅱ. 이론  배경

1. 목 지 이미지의 개념  구성요소

일반 으로 이미지는 인식되어지는 것으로서 

사람 는 상의 특성, 심리 인 표상, 개념  

념을 의미하며, 한 개인이 어떤 상에 하여 

가지는 반 인 인상으로 이해된다(Dichter, 

1985: 75; 박석희․고동우, 2002: 14). 이미지는 

개인이나 집단이 상에 하여 가지고 있는 주

인 지식, 인상, 상상력 그리고 감정 등을 나타낸 

것이며, 자신이 인식하고 요하게 생각하는 

에 한 평가이다(조정숙․김남조, 2002: 14). 

한 이미지는 체 인상 에서 선택된 인상에 의해 

형성된 마음의 인식구조이며, 자극내용을 차별

으로 지각함으로써 형성되고, 상에 한 직

인 경험이 없이도 형성될 수 있다(Laws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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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구  성  요  소

Anderson and Colberg(1973) 야간 유흥활동, 경 감상, 식음료시설, 비용, 토착문화, 기후 등

Goodrich(1977) 경치의 아름다움, 주민태도, 숙박, 휴식  긴장해소, 문화에 한 흥미 등

Haahti(1986)
화폐가치, 근성, 스포츠시설, 야간 , 조용하고 평화로운 휴가, 친 성, 야생  야

활동, 문화체험, 아름다운 풍경 등

Fakeye and Crompton(1991)
사회  기회와 매력물, 자연  행태와 문화  설비, 숙박  교통시설, 하부구조, 

음식  친 한 사람, 육체 으로 쾌 한 오락, 야간유흥 등

Echtner and Ritchie(1993)

기후, 편의시설, 스포츠  크 이션 기회, 경 , 음식, 오락, 지역주민의 독특한 생활, 

역사  매력, 박물   문화  매력, 의사소통, 페스티발  특별행사, 근성, 쇼핑, 

객에 한 태도, 이용시설  지교통의 질, 가격 등

박석희(1997)
지명도, 상기도, 신뢰성, 친 성, 요 의 성, 지 명성, 시각  요소, 종사원의 

객태도, 환경  요소, 생산  요소, 고  홍보 등

이태희(1997) 흥분, 가격, 친 , 안 , 휴식, 매력, 편리, 청결 등

엄서호(1998)
이국  체험, 여행편리성, 문화  , 도시체험, 여행비용, 친근감, 여행매력, 여행 제

약성, 여행효용성 등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표 1> 목 지 이미지 형성 구성요소

Baud-Boby, 1977; Kotler, 1980; Assael, 1984; 

Lee and Crompton, 1992; Gartner, 1993).

목 지 이미지는 일반 으로 ‘사람들이 

의 상이 되는 장소에 해 가지는 일련의 반

응, 생각, 인상의 총체’라고 정의되며(Crompton, 

1979; 박의서, 1999), 장소에 한 주 인 상을 

의미한다(Ahmed, 1991; 조 익, 1997). 목

지 이미지는 심리 인 상으로서 과 련된 

의사결정에 커다란 향을 미치며, 형성된 이미지

는 상지에 한 ‘기 ’의 역할을 하고, ‘기 ’는 

상지에 한 평가에 향을 다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한 목 지에 한 지식이나 경험

의 정도에 의해 향을 받으며, 특정한 상지에 

가는 것 자체를 가장 요한 동기로 여기는 

객일수록 지를 선택할 때 목 지 이

미지의 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태희, 1997: 82~83).

목 지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구성요소

는 Anderson and Colberg(1973), Goodrich(1977), 

Haahti(1986), Fakeye and Crompton(1991), 

Echtner and Ritchie(1993), 박석희(1997), 이태

희(1997), 엄서호(1998)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

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  지역주민과 종사원의 태도와 련된 

목 지의 구성요소로서 친 성, 친근감을 들 수 

있고(Anderson and Colberg, 1973; Goodrich, 

1977; Haahti, 1986; Fakeye and Crompton, 

1991; Echtner and Ritchie, 1993; 박석희, 1997; 

이태희, 1997; 엄서호, 1998), 여행비용과 련된 

구성요소로서 요 의 성, 가격 등이 포함되고 

있다(Anderson and Colberg, 1973; Haahti, 1986; 

Echtner and Ritchie, 1993; 박석희, 1997; 이태희, 

1997; 엄서호, 1998). 한편, 이용시설로서는 숙박

시설, 식음료 시설, 편의시설 등의 구성요소가 있

으며(Anderson and Colberg, 1973; Goodrich, 

1977; Fakeye and Crompton, 1991; Echtner and 

Ritchie, 1993), 문화  측면에서는 문화에 한 흥

미, 토착문화, 톡특한 지역생활, 페스티발  특별

행사, 문화   등의 구성요소가 제시되었다

(Anderson and Colberg, 1973; Goodrich,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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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구  성  요  소

Appleyard

(1969)

외곽선(contour), 크기(size), 형상(shape), 표면(surface), 질(quality), 표지 (sign)

시 의 강도(viewpoint intensity)

사용강도(use intensity), 사용의 희소성(use singularity), 상징성(symbolism)

Howard and

Harrison

(1969)*

건물의 연수(age), 크기(size), 색채, 조형성(design), 형상(shape), 재료(construction material), 리상

태  조경(condition, upkeep and landscaping), 시각  느낌(general visual appeal)

지리  치(aerial location), 공간  계(spatial relationship), 독특함(prominence), 활동성(activity), 

인 요소(associated features)

경제성, 정치사회성, 종교  의미, 역사성, 기능, 편리성

친화성(affinity), 친숙성(familiarity), 분 기(atmosphere)

Kaplan(1976) 시각  특징(visual distinctiveness), 연역  특징(inferred distinctiveness), 기능  특징(function distinctiveness)

이규목(1978) 물리  요소, 활동  요소

임승빈(1986) 물리  요소, 추상  요소, 상징  요소

이건 (1991) 규모, 역사, 조형성, 고성, 가시거리, 혼잡도, 장소, 상징성

*이성진(2003)을 참고함.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함.

<표 2> 공간이미지 형성 구성요소

Echtner and Ritchie, 1993; 엄서호, 1998).

한 자연경 과 련하여 경치의 아름다움, 경

감상, 아름다운 풍경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Goodrich, 1977; Anderson and Colberg, 1973; 

Haahti, 1986; Echtner and Ritchie, 1993), 매력시

설로서 스포츠시설, 문화  설비, 박물  등의 요

소가 제시되고 있다(Haahti, 1986; Fakeye and 

Crompton, 1991; Echtner and Ritchie, 1993). 한

편, 기타 이미지 구성요소로서는 쇼핑  야간

(Anderson and Colberg, 1973; Haahti, 1986; 

Fakeye and Crompton, 1991; Echtner and 

Ritchie, 1993), 근성(Haahti, 1986; Fakeye and 

Crompton, 1991; Echtner and Ritchie, 1993), 휴

식성(Goodrich, 1977; Haahti, 1986; 이태희, 

1997), 기후(Anderson and Colberg, 1973; 

Echtner and Ritchie, 1993) 등이 있다.

2. 공간이미지의 개념  구성요소

공간이미지는 공간의 환경에 하여 이용자가 

마음속에 느끼고 인지되는 감각  상을 의미한

다(Lynch, 1960; Rapoport, 1977; 김 , 1994; 

황기원, 1995). 공간이미지는 공간계획 수립시 

심을 가져야 할 주요 분야이며, 공간이미지 측정 

결과는 기존 계획에 환류되어 공간 리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Lynch(1960)는 환경에 한 좋은 이미지가 인간

의 정서  안정감에 정  향을 주고 있음을 지

하면서 공간이미지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간이미지 각각의 구성요소는 복합 인 체 

이미지에 향을 미친다. 공간이미지 형성에 향

을 주는 구성요소는 Appleyard(1969), Howard 

and Harrison(1969), Kaplan(1976), 이규목

(1978), 임승빈(1986), 이건 (1991) 등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공간이미지의 구성요소로 먼  공간의 물리  

형태를 꼽을 수 있다. 물리  형태의 세부  요소

로서 외곽선, 크기, 형상, 표면, 질, 표지 , 건물의 

연수, 색채, 조형성, 재료, 리상태, 조경, 시각  

느낌  시각  특징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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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요 소 구  성  내  용

자연친화성

(조화성)
인공구조물과 자연과의 조화

통일성 연속 이고 질서있는 통일된 공간구성

변화성
자연  요소와 인  요소의 한 배

치를 통한 공간의 변화

이원성 공간의 개방성과 폐쇄성의 이원  배치

주: 임승빈(1987), 신상섭(2000)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함.

<표 3> 통문화공간 구성요소(Appleyard, 1969; Howard and Harrison, 1969; 

Kaplan, 1976; 이건 , 1991).

한, 물리  환경이 이용자에게 주는 의미와 

연상도 공간이미지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구체 으로 상징성, 희소성, 종교성, 역사성  친

화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Appleyard, 1969; 

Howard and Harrison, 1969; 임승빈, 1986; 이건

, 1991). 한편, 기능  에서 지리  치, 공

간 계, 활동성, 인 요소, 편리성  고성 등

의 구성요소가 제시되고 있다(Howard and 

Harrison, 1969; Kaplan, 1976; 이건 , 1991).

3. 통문화공간의 개념  구성요소

통은 지난 시 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

루며 하여 내려오는 공동체의 사상․ 습․행

동 따 의 양식을 의미하며, 역사성을 가지고 

승되어 내려온 사회  집단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신상섭, 2000). 이러한 통은 가변 ․지속

이고 고유함과 함께 재성을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조정숙․김남조, 2001: 81). 

한편, 공간은 인간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서 공간의 특성을 결정지어주는 다양한 사회․물

리  요소  형태들 사이의 계들에 의해 이루

어진다(조정숙․김남조, 2002: 14). 통문화공간 

역시 이들 계에 의하여 형성되며 계의 내용에 

따라 <표 3>과 같은 공간 고유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임승빈, 1987; 신상섭, 2000).

통문화공간의 특성으로 먼  자연친화성을 

꼽을 수 있다. 통문화공간은 인공구조물이 자연

과 별도로 분리되지 않는다. 인공구조물은 자연환

경에 순응하며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동일시되는 

특성을 갖는다.

둘째, 통문화공간은 공간구성에서 통일성을 

지향한다. 통문화공간은 하나의 통일된 방향성

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형성되며 공간의 계성

을 갖는다.

셋째, 공간의 변화성이다. 통문화공간은 자연

 요소와 인  요소가 히 배치되어 있으

며, 방문자의 공간이동시 다양한 경 의 변화를 

제공한다.

넷째, 공간의 이원성이다. 공간이 단순히 열려 

있거나 닫  있지 않다. 통문화공간은 개방과 

폐쇄공간으로 음과 양 는 정과 동이 이원화된 

구도를 갖는 공간특성을 가지고 있다.  

4. 이미지와 만족도의 향 계

객 만족은 활동의 궁극  목 이라 할 

정도로 요한 개념이며, 객이 기 했던 

지와 방문 성과측면에서 방문의 투자비용과 편익

을 비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박창규․엄서호, 

1998: 317~318). 이러한 만족도는 여러 가지 개

념의 측정치의 합으로 지수화하는 방식, 다차원  

평가방식 등에 의해 다양하게 측정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단일항목으로 반 인 만족도를 측정

하는 경향이 두되고 있다(박석희, 2002: 28).

이미지와 만족도는 한 계를 갖고 있는데 

많은 연구에 의해서 객 만족은 목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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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그림 1>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지구 배치도

미지에 의해 향을 받고 있음이 검증되고 있다

(Bigne et al., 2001; 조정숙․김남조, 2001; 박석

희․부소 , 2002; 손 ․최혜원, 2003).

Bigne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 목 지

에 한 이미지가 좋을수록 객의 만족도가 높

아진다”는 가설이 지지된바 있으며, 조정숙․김남

조(2001)는 인사동 지역 방문객을 상으로한 연

구에서 통문화공간의 이미지 요인이 체 인 

만족도에 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박석희․부소 (2002)은 제주도 방문객

을 상으로한 연구를 통하여 제주 방문후 순정서

 이미지, 정서  이미지  인지  이미지와 

만족도간에 인과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손 ․최혜원(2003)은 부산지역을 방문한 

일본인 객을 상으로한 연구에서 “일본인 

자들이 평가한 부산 지 이미지 구성요소

는 부산 체 인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 상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남산 제모습찾기사업

의 일환으로 조성된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지구

(<그림 1>)를 상지로 하여 방문객의 공간이미

지와 만족도를 측정하 다. 서울특별시 구 필동 

소재 남산골 한옥마을은 조상들의 생활상을 보고 

배우는 교육의 장  명소로 만들고자 통한

옥  가구 등을 이 하여 재조성한 통문화공간

이다(서울특별시, 1998).

남산골 한옥마을의 체 면 은 79,937㎡ 

(21,180평)이며, 본 연구의 상지인 한옥지구는 

7,934㎡(2,400평)이다. 특히 한옥지구는 오 장 김

춘  가옥, 부마도  박 효 가옥, 도편수 이수업 

가옥, 순정효왕후 윤비친가 등 통가옥, 공 시

 등이 재조성 되어있어 문화와 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꼽히고 있다(서울특별시, 1991). 한

편, 남산골 한옥마을 방문객은 2006년 기  

1,232,631명(내국인: 1,035,076명, 외국인: 197,555

명)1)으로 1998년도 개장이후 방문객의 수가 매년 

꾸 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측정내용  자료수집 차

본 연구에서는 공간이미지 측정을 하여 상물

에 해 이용자의 지각과 의미를 측정하는데 이용되

는 의미차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2)을 

1) 서울특별시 문화재과의 내부자료에서 구함. 

2) 이미지에 한 보다 구체 인 이해를 하여 인지  이미지(cognitive image)와 정서  이미지(affective image)로의 구분이 제안되고 있음

(Russell et al., 1981; Baloglu and Brinberg, 1997; 박석희․고동우, 2002). 하지만 본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통문화 공간을 

상으로한 탐색  연구라는 을 감안하여 인지  요소와 정서  요소를 동시에 포함한 형용사로 구성된 의미차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사용하 다(Embacher and Buttle, 1989; Reilly, 1990; 이태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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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Russell

(1981)

Baloglu

and

Brinberg

(1997)

Baloglu

and
McCleary

(1999)

이태희

(1997)

박의서

(1999)

강성일

(2000)

김병국

(2000)

박석희
․

고동우

(2002)

박선희
․

진희성

(1985)

신 균

(1999)

조정숙
․

김남조

(2001)

원동연

(2000)

평범하다/독특하다 0 0 0 0 0 0 0

오래되다/새롭다 0 0

흔하다/신기하다 0

유사하다/차별 이다a)

정 이다/동 이다 0 0 0

지루하다/흥미롭다 0 0 0 0 0 0

단조롭다/다양하다 0 0 0 0 0 0

평면 이다/입체 이다 0

서먹하다/친 하다 0 0

화려하다/소박하다 0

딱딱하다/부드럽다 0

어색하다/자연스럽다 0 0

시원하다/답답하다a)

넓다/좁다 0 0

밝다/어둡다 0 0 0

무질서하다/질서가 있다 0

불연속 이다/연속 이다 0 0 0

어수선하다/정돈되다 0 0

불쾌하다/유쾌하다 0 0 0

불결하다/청결하다 0 0

긴장되다/편안하다b) 0 0 0 0

불편하다/편리하다 0

주: a) : 추가 항목, b) : 수정항목임.

<표 4> 공간이미지 측정항목

사용하 다(Osgood, 1969). 의미차별척도는 인지

 요소와 정서  요소를 동시에 포함한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이태희, 1997), 공간이미지 측정연

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조정숙, 김남조, 2001).

먼  측정항목 도출을 해 지 이미지, 공

간이미지, 통문화공간 련 기존 연구(Russell 

et al., 1981; 박선희․진희성, 1985; Baloglu and 

Brinberg, 1997; 이태희, 1997; Baloglu and 

McCleary, 1999; 박의서, 1999; 신 균, 1999; 강

성일, 2000; 김병국, 2000; 원동연, 2000; 조정

숙․김남조, 2001; 박석희․고동우, 2002)를 바탕

으로 타당하다고 단되는 총 28개 문항을 추출하

으며,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가조사를 

통하여 최종 22개 항목을 도출하 다(<표 4>). 

문가 조사는 련 교수  박사과정생 5명에게 각 

항목의 도출 배경을 설명해주고 합성 여부에 

한 토론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 다. 

도출된 22개 항목을 활용한 설문지로 2004년 9

월 9일～9월 11일에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지구를 

방문한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을 상으로 사 조

사를 실시하 다. 사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4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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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효설문지를 바탕으로, 조사응답자의 응답여

부  설문항목 구성의 합성 등을 세 하게 검

토한후 설문지를 재구성 하 다.

최종 설문지는 공간이미지 측정문항 22개와 인

구통계  특성 측정을 한 5개 문항, 반  만족

도 측정을 한 1개 문항을 포함한 총 28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간이미지와 만족도 측정을 

해서는 5  등간척도가 사용되었다. 한편, 설문

지에는 응답자의 한옥지구에 한 공간인식을 돕

기 한 그림을 첨부하 다(<그림 1>).

사 조사에 이어 본조사는 2004년 9월 16일～9

월 19일에 실시되었다.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지구

를 방문한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을 상으로 표

본추출의 편 을 통제하기 해 서울특별시 인구

의 성비3)(남성 49%, 여성 51%)를 고려한 편의할

당표본추출을 실시하 고, 총 286부를 회수하 으

며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총 281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 다.

Ⅳ. 분석결과

1. 인구통계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은 <표 5>와 같이 나

타났다. 표본의 성별은 서울특별시 인구의 성비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은 서울시 

연령별 인구구성비4)에 비해 20~30 의 은층

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직업, 학력, 월평균 

소득 등에 있어서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5> 응답자 인구통계  특성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성별
남성 130 46.3

여성 151 53.7

연령

20 143 50.9

30 88 31.3

40 30 10.7

50  이상 20 7.1

직업

학생 71 25.3

회사원/공무원 87 31.0

문직 48 17.1

사업가(자 업) 21 7.5

주부 25 8.9

기술자 8 2.8

매/생산직 8 2.8

서비스직 6 2.1

기타 7 2.5

학력

학교졸 이하 1 0.4

고등학교재/졸 25 8.9

문 학재/졸 38 13.5

학교재/졸 175 62.3

학원 이상 42 14.9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9 38.8

100～200만원 미만 54 19.2

200～300만원 미만 34 12.1

300만원 이상 39 13.9

2. 공간이미지 구성요인 도출

공간이미지 구성요인 도출을 하여 먼  설문

항목들간의 내 일 성의 검토가 요구되는데 이

를 하여 크론바하 알 값을 측정하 다. 측정한 

크론바하 알 값은 0.7405로 일반 으로 요구되는 

계수값 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항목의 내  일 성

3) 본 자료는 통계청에서 기 자치단체의 각종 장단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 자료의 제공을 해 5년 단 로 시행하고 있는 ｢2000 인구주택총

조사 보고서｣를 참조한 것으로서 2000년 기 의 수치임.

4)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통계청, 2002)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20세(만 19세)이상 연령 별 인구구성비는 20 : 26%, 30 : 

25%, 40 : 22%, 50  이상 2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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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미지 구성요인 요인 재량 공통성 고유치 분산설명력(%) 알  계수 평균값

요인1 조화성 - - 5.428 25.850 .7069 3.77

 딱딱하다-부드럽다
 어색하다-자연스럽다
 서먹하다-친 하다

 화려하다-소박하다

.720

.698

.695

.665

.605

.613

.568

.504

요인2 휴식성 - - 1.907 9.081 .7078 3.92

 불결하다-청결하다
 불편하다-편리하다
 긴장되다-편안하다

 불쾌하다-유쾌하다

.710

.686

.664

.531

.590

.566

.644

.581

요인3 통일성 1.581 7.526 .7023 3.50

 무질서하다-질서가 있다
 불연속 이다-연속 이다

 어수선하다-정돈되다

.776

.743

.669

.658

.621

.652

요인4 고유성 1.415 6.739 .6919 2.99

 유사하다-차별 이다
 흔하다-신기하다
 평범하다-독특하다

 오래되다-새롭다a)

.765

.725

.722

.663

.661

.663

요인5 변화성 1.175 5.594 .6526 2.95

 정 이다-동 이다
 단조롭다-다양하다

 지루하다-흥미롭다
 평면 이다-입체 이다

.719

.661

.606

.532

.613

.639

.659

.424

요인6 이원성 1.065 5.071 .5834 2.65

 시원하다-답답하다
 넓다-좁다

 밝다-어둡다

.727

.724

.666

.577

.596

.524

주: 1) 도출된 요인의 체설명력은 59.861% 임.
    2) 체 알 계수는 0.7405임.

    3) 체표본 합도(Kaiser's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0.840임.
    4) Bartlett 구상성 검정은 근카이제곱이 1600.067, 유의확률이 0.000임.
    5) a)는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이 0.381로 항목에서 제거함.

<표 6> 공간이미지 구성요인

은 양호한 것으로 단되었다5). 

 다음으로 공간이미지 구성요인 도출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의 요인추출방

식으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회 방식

으로는 변수와 요인간의 계가 명확하고 해석이 

용이한 베리멕스(Varimax)방식을 사용하 다. 

이 과정에서 공통성(communality)이 0.4이하이면 

낮다고 평가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유 근․

권 식, 1999). 요인분석결과 공통성이 0.381로 0.4

이하인 ‘오래되다/새롭다’ 항목을 제거한 후 요인

분석을 재실시 하 으며, 그 결과 남산골 한옥마

을 한옥지구의 공간이미지 구성요인으로 총 6가

지의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6>).

요인 1은 ‘딱딱하다/부드럽다’, ‘어색하다/자연

5) 일반 으로 신뢰성은 탐색  연구에서는 0.6이상, 확증 연구에서는 0.7이상이면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함(유 근․권 식,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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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반 인 만족도

비표 화 

회귀계수(B)
표 오차 표 화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Constant) 3.364 .035 95.820 .000***

조화성 7.279E-02 .035 .107 2.070 .039**

휴식성 .288 .035 .424 8.177 .000***

통일성 .102 .035 .150 2.893 .004***

고유성 .146 .035 .215 4.156 .000***

변화성 .111 .035 .163 3.152 .002***

이원성 -3.6E-02 .035 -.053 -1.016 .311

주: 1) R²=.289, 수정된 R²=.273, F=17.961(P=0.000)

    2) **: P<0.05, ***: P<0.01

<표 7> 공간이미지 구성요인별 이미지가 만족도에 미치는 향분석

스럽다’, ‘서먹하다/친 하다’, ‘화려 하다/소박하

다’의 4개의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문화

공간의 특성 의 하나인 조화성으로 명명하 다. 

한옥지구의 조화성에 한 체 평균값은 3.77로 

체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 2의 경우 ‘불결하다/청결하다’, ‘불편하다/

편리하다’, ‘긴장되다/편안하다’, ‘불쾌하다/유쾌하

다’의 4개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일반 인 공

간계획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휴식성으로 명

명하 다. 한옥지구는 휴식성에 한 평균값이 

3.92로 휴식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무질서하다/질서가 있다’, ‘불연속

이다/연속 이다’, ‘어수선하다/정돈되다’로 구성

되었으며, 이를 공간계획시 고려요소인 통일성으

로 명명하 다. 한옥지구의 통일성은 평균값 3.50

으로 정 으로 평가되고 있다. 

요인 4의 경우 ‘유사하다/차별 이다’, ‘흔하다/

신기하다’, ‘평범하다/독특하다’의 3개 변수로 구

성되었으며, 이를 통문화공간의 특성인 고유성

으로 명명하 다. 한옥지구의 경우 고유성은 평균

값이 2.99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5는 ‘정 이다/동 이다’, ‘단조롭다/다양

하다’, ‘지루하다/흥미롭다’, ‘평면 이다/입체 이

다’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문화공간의 특성인 

변화성으로 명명하 다. 한옥마을의 변화성에 

해서는 평균값이 2.95로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요인 6은 ‘시원하다/답답하다’, ‘넓다/좁다’, 밝

다/어둡다‘의 3개의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문화공간의 특성인 이원성으로 명명 하 다. 

이원성 요인에 해서는 평균값이 2.65로 폐쇄

인 이미지와 개방 인 이미지가 같이 존재하지만 

보다 개방 인 이미지로 인지되고 있다.

3. 공간이미지 구성요인과 만족도와의 향

계

통문화 지의 공간이미지 구성요인별 이미

지와 방문객의 반 인 만족도와의 향 계분

석을 하여 공간이미지 구성요인별 이미지를 독

립변수, 반 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는데, 검증결과 F=17.961, 

R²=.289,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 으로 유의성

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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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별 향 계를 살

펴본 결과, ‘휴식성’ 요인이 반 인 만족도에 가

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고유성’ 요인, ‘변화성’ 요인, ‘통일성’ 요인, 

‘조화성’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원성’ 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이원성’ 요인의 유의성에 해서는 향후 추가

인 분석이 요구되는데 이는 기조사에 활용된 설

문지에서 이원성 측정을 한 항목설정이 치 

못하다는 단 때문이다6). 한편, 이원성 요인의 

부 한 항목설정은 모델의 R
2
값이 0.289로 낮게 

나타난 주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Ⅴ. 결론  시사

본 연구에서는 통문화 지의 공간이미지의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공간이미지 구성요인과 방

문객 만족도와의 계를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지

구를 상으로 하여 실증 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문화 지의 공간이미지  

만족도에 한 이해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공간의 계획  리에 시사 을 제공한다

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연구분석의 결과, 통문화 지의 공간이미

지 구성요인으로 ‘조화성’, ‘휴식성’, ‘통일성’, ‘고유

성’, ‘변화성’, ‘이원성’의 6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

며, ‘이원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은 방문객 만족도

에 정 인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지구에 한 각 요인별 

이미지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조화성’, ‘휴식

성’, ‘통일성’ 요인이 반 으로 정 인 이미지

를 나타내고 있으나 ‘고유성’, ‘변화성’요인은 다소 

부정 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연환경

과 동화되어 질서있게 조성된 남산골 한옥마을이 

도심의 쉼터로서의 기능을 비교  원활히 수행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의 한옥을 상

으로 재조성하는 과정에서 표 인 통문화공

간의 특징인 ‘고유성’과 ‘변화성’의 이미지가 약화

되었다고 단된다. 한 한옥지구 공간은 폐쇄

이기 보다는 개방 으로 인지되고 있는데 이는 한

옥지구가 도심에 치하고 있고 고층빌딩이나 집

된 주택지구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들에게는 

넓은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공간이미지 구성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정 인 향은, ‘휴식성’, ‘고유성’, ‘변화성’, ‘통

일성’, ‘조화성’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원성’ 

요인은 본 연구에서 검증이 불충분 하 기에 향후 

이원성 측정 항목의 개발  만족도와의 계규명

에 한 추가 인 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문화 지 공간개발  

리에 있어 휴식성, 고유성, 변화성, 통일성  조

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문화

지는 방문객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히 소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쉼터로서의 기능이 매우 

요함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변화성  통일성의 

공존과 자연 ․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계

획을 통하여 방문객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6) ‘이원성’의 측정을 한 항목으로 ‘시원하다-답답하다’, ‘넓다-좁다’, ‘밝다-어둡다’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원성 보다는 개방성과 폐쇄성의 측

정을 한 항목으로 합하기 때문에 항목의 재구성( : 폐쇄와 개방의 공존)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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