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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신촌, 이태원, 가로수길, 홍대 지역을 대상으로 상업가로 활성화에 관한 방문객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및 예비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변수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가로다양성, 가로선호도, 가로
내 상점변화, 쾌적한 가로환경, 접근성, 상점경쟁력, 개성 있는 가로의 7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가로활성화에 대한 방
문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가로활성화 지표와 개별 지역의 가로활성화 지표는 유
사하지만 지역별로 일정한 특수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태원과 가로수길은 일반적 인식과 동일하게 가로다양성과
가로선호도가 중요시된 반면, 신촌에서는 개별 점포의 경쟁력이, 그리고 홍대에서는 가로다양성만이 중요시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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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valuated the factors affecting visitor perception on commercial street vitalization of the
four target areas: Shinchon, Itaewon, Garosu-gil and Hongdae. The variables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and
additional variables were classified into 7 factors: Street Diversity, Street Preference, Change in Businesses,
Pleasant Street Environment, Accessibility, Individual Store Competitiveness and Street Uniqueness. Based on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factor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visitor perception on street
vitalization. Factor regression analysis result demonstrated the following two findings. First, general street
vitalization index and local street vitalization factors were similar, confirming that they are in the same stance.
Second, regression analysis result for target areas showed that the significant factors were different to the ones
of general perception. Thus, it is possible to draw that distinct local characteristics exist in the four target areas.
Itaewon and Garosu-gil had the same local characteristics as general perception: Street Diversity and Street
Preference. On the other hand, the exceptional local characteristics that differ from general perception were
found to be: Individual Store Competitiveness for Shinchon, and Street Diversity in Hong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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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상업가로는 가로 고유의 기능 외에 문화·업무·

상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이며, 주된 목적인

판매 및 구매와 더불어 사람들 간의 소통이 활발하

게 일어나는 장소이다(양태열, 2013). 특히 도시 내

상업가로는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

로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김

도년, 2011; 이정민 외, 2015). 이와 함께 상업가로는

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의 브랜드로서 기

능한다는 점에서 지역자산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

는다(이상훈 외, 2011).

기존의 가로활성화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가로의

물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왔다. 구

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

로 관심을 갖는 가로 및 블록의 물리적 특성이나(이

주아, 2014), 가로경관적 요소(김진현, 2012), 물리적

특성과 이용 특성(정은욱, 2002)을 중심으로 가로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과 보완해야할 점을 제시해 왔

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으며, 심리적 요소를 포함한 가로활성

화 요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최재연·김

흥순, 2013).

사실상 ‘활성화’는 주관적 인식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관점과 판단기준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활성

화 요인들을 검토하는 동시에 보다 본질적으로 일반

인들이 어떤 요소를 통해 가로활성화 여부를 판단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로활성화 판단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상업가로’라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방문객

들을 대상으로 가로활성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대

상지별 활성화에 대한 개별인식을 조사하고,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지별로 가로활성화를 판단하는

기준지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가로활성화의 판단 요인을 도출하고, 지역

간 차이 분석을 통해 향후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시내 상업가로 중 대상가로에 대

한 중앙 일간지 기사 건수와 사전 설문조사를 기반

으로 총 네 곳의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는 2015년 8월 3일부터

2015년 8월 5일까지 3일간 온라인 서베이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

년간 중앙일간지 기사의 누적게재 횟수 및 추세를

고려하여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지역은 신촌, 홍대, 신사동 가로수길 (이

하 가로수길), 이태원 지역으로, 이들 대상지들은 일

간지 기사 건수에서도 높은 검색순위를 보이는 지역

들이다. 특히 본 연구는 일간지 기사에 근거하여 활

성화의 정점에 있는 지역(가로수길)과 인근 지역으로

활성화 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홍대, 이태원), 정

점을 지나 쇠퇴기에 들어서고 있는 지역(신촌)을 대

상지로서 망라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존 연구들에

서 제시된 공간적 범위를 참고하여, 대상지의 중심

가로를 기준으로 양옆 한 블록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지 범위로 설정하였다(이상훈 외, 2011; 최원석,

2012; 이성범·이정만, 2008; 최재연·김흥순, 2014;

신정란·최창규, 2010).

본 연구의 분석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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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로 및 상업가로의 개념

연 구 자 정 의

Lynch(1975) 가로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간의 경계를 이루려고 하는 속성을 띠며, 이들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개적인 전달요소로 기능

양태열(2013) 상업가로는 상업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주거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장소

김도년(2011),
전무형 외(2013)

상업가로는 지역의 성격과 도시의 문화를 반영하며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
구밀집 지역



구 및 관련 이론 고찰을 통해 개념을 정의하고, 개방

형 예비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항목과 요인

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설문을 작성하고 조사를 진

행하여 자료를 구축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지역별 활성화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요인회귀분

석을 실시하여 상업가로 활성화의 일반적 인식과 지

역별 가로활성화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가로활성화

판단 요인을 도출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가로 및 상업가로의 개념

Lynch(1975)는 가로를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

역 간의 경계를 이루는, 이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

션을 위한 매개적 전달요소”로 정의한다. 이는 가로

가 사람들 간의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가로는 상업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주거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장소

로서(양태열, 2013), 그 특성상 지역의 성격과 도시

의 문화를 반영하며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밀집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윤정란

외, 2012; 전무형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

헌과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상업가로를

“가로를 중심으로 상업 활동 및 문화·주거 등의 활

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한정한다.

2. 가로활성화 개념

활성화는 한 시점이 아닌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는

개념이므로, 가로활성화 역시 가로가 기존 상태에서

보다 활력을 가지는 상태로 변해가는 동적인 개념으

로 정의할 수 있다(김흥순,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훈 외(2011)가 정의한 것과 같이 가로활성화를

기존의 상태에서 점차 활력을 갖는 상태로 변해가는

동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

로활성화를 상업가로의 활성화로 한정짓고자 하는데,

이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개성있는 상점들이 존재하

여 다양한 상업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업가로

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우신구 외, 2010). 본 연구

는 가로 방문객의 가로활성화 인식에 대한 연구이므

로,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가로활성화의 현재 상태를

가로활성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으로 한정한다.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의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가로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지역의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가로활성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

는 대상지 연구와 가로활성화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

로 연구의 의의를 검토하고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대상지 관련 연구로서 김사리(2015)는 신촌

의 보행환경 개선과 상점 만족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와

상점 유지 및 가로특색 보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신정란·최창규(2010)는 홍대 인근지역의 장소성 형

성을 통한 가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재연·

김흥순(2013)은 이태원을 대상으로 응답 그룹별 지역

에 대한 이미지와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 최원석

(2012)은 가로수길의 공간적 특성과 방문객의 의식조

사를 통한 가로경관과 가로활성화의 관계를 확인하

였다. 이상 선행연구들에서 대상지와 관련하여 다양

한 가로활성화 요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대상지의

가로활성화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지역적 특성을 파

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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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로활성화의 개념

연 구 자 정 의

김흥순(2010) 사회 조직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거리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

이상훈 외(2011) 기존의 상태에서 점차 활력을 갖는 상태로 변해가는 동적인 개념

우신구 외(2010) 쾌적한 보행환경과 개성있는 상점들이 존재하여 다양한 상업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현상



가로활성화 요인 관련 연구로서 정은욱(2002)은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상업가로 활성화를 비교함

으로써 물리적 환경과 가로활성화 간의 연관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정숙(2009)은 상업가로의 유형을

분류하고 도시발전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가로활성화를 위한 유인인자를 도출하였다. 이상훈

외(2011)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로수길의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였다. 최원석(2012)은 방문객이 느끼는

경관요소들을 파악하여 가로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양태

열(2013)은 가로활성화 요인을 선별하여 방문객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함

으로써 가로활성화 요인의 집단 간 관점 차이를 비

교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과

예비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도출된 가로활성화 요인들에

대한 타당성을 방문객에 대한 설문을 통해 확인하고

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나아가 기존의 다수

연구들은 가로활성화를 판단하는 지표를 연구자가 선

정하여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였으나, 본 연구는 인식

주체인 방문객에게 가로활성화 지표를 직접 물어서

도출된 결과를 문항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

는다. 다수의 가로활성화 요인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

상지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시사

점을 도출해왔다. 본 연구는 분석의 범위를 하나의 대

상지로 한정 짓지 않고 복수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

역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정 지역에 국한

되지 않은 일반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편적인

가로활성화 지표를 도출하고 지역별 차이에 대한 고

찰을 통해 지역 특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III. 분 석

1. 평가항목 설정

설문항목은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개방형 예비 설

문조사1)를 통해 구축하였으며, 개방형 설문조사는

최근 1년 이내에 대상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일반

인을 대상으로 총 299부의 설문을 실시하여 204부의

유효부수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추가 변수를 확

정하고 최종적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와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변

수 7개(가로다양성, 가로의 선호도, 가로 내 상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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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방형 예비설문조사 문항

평가항목 문항수 세부내용 척 도

가로활성화 요인 3문항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역 방문시 활성화 된 거리라고 느꼈습니까? 명목척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인구통계적 특성 6문항 성별, 연령, 방문목적, 방문이유, 거주지, 최근 방문시기 명목척도

기타 지역적 특징
항목외의 요소 1문항 기타 가로활성화 요인 주관식

표 4. 선행연구의 가로활성화 문항

가로활성화 요인
이정숙
(2009)

윤원섭
(2010)

이상훈
(2010)

홍성조 외
(2010)

양태열
(2013)

황성철
(2015)

허자연
(2015)

상점의 상품 및 식음료 가격이 저렴 ● ● ● ●

상품의 품질이 우수하다 ● ● ●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존재 ● ● ● ●

독특한 개성의 상점이 많다 ● ●

다양한 이벤트, 축제, 전시회 ● ● ● ● ● ●

분위기가 좋음 ● ●

사람들의 패션스타일 및 모습이 다양 ●

가로환경이 잘 정비되어있음 ● ● ● ●



변화, 쾌적한 가로환경, 편리한 접근성, 가로 내 상점

의 경쟁력, 개성있는 가로)와 종속변수 1개(가로활성

화)를 설정하고, 각 평가항목에 따른 21개의 세부 설

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2. 가설의 설정

가로이용자가 느끼는 상업가로의 가로활성화 판

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상업가로 활성화

판단의 일반적 견해와 신촌, 이태원, 가로수길, 홍대

에 대한 지역적 가로활성화 견해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모형을 토대로 가로활성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

(정은욱, 2002; 이정숙, 2009; 이상훈, 2010; 양태열,

2013; 왕승현 외, 2015)와 예비 설문조사 결과를 기

반으로 표 6과 같이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3. 설문응답자 일반 특성

설문은 신촌 117부, 이태원 114부, 가로수길 118

부, 홍대 123부씩 총 472부를 수집하였다. 성별은 각

가로에서 비율이 고르게 나타났으며, 총 설문의 남

성과 여성 비율이 고르게 나타나 적절한 표본 수집

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연령대의 경우 20대

와 3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타 연령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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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  속

가로활성화 요인
이정숙
(2009)

윤원섭
(2010)

이상훈
(2010)

홍성조 외
(2010)

양태열
(2013)

황성철
(2015)

허자연
(2015)

신축건물이 많음 ●

개성 있는 건축물이 많음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함 ● ● ● ● ● ● ●

집 또는 직장, 만나는 사람들과 근접 ● ● ●

주차시설이 충분함 ● ● ● ●

쾌적한 보행환경 ● ●

표 5. 최종설문항목

구 분 평가항목 설문의 세부내용

가로활성화(21)

선행연구의
가로활성화 문항

가로다양성(4) 다양한 업종의 상점, 독특한 개성의 상점, 이벤트, 축제, 전시회, 분
위기가 있음

가로 내 상점의 경쟁력(2) 상점의 상품 및 식음료 가격, 상품의 품질

개성있는가로(3) 신축건물, 개성 있는 건축물, 패션스타일 및 모습이 다양

쾌적한 가로환경(3) 가로환경 정비, 주차시설, 쾌적한 보행환경,

편리한 접근성(2) 대중교통 이용 편리, 집 또는 직장, 만나는 사람들과 근접

추가항목
가로의 선호도(4) 유명한 장소, 거리에 사람, 외국인 방문객, 젊은 사람이 많음

가로 내 상점의 변화(3) 업종 및 업체의 변화, 프랜차이즈 상점, 상점들이 유행에 민감

활성화 정도(3)
- 해당 지역은 활성화 되었다(현재)
- 해당지역은 과거보다 활성화되었다(3년전 비교)
- 해당 지역의 이후 변화(3년후)

인구통계적 특성(9) 성별, 연령, 방문 이용수단, 방문횟수, 방문목적, 거주지, 최근 방문
시기, 가구소득, 가구원 수

기타 지역적 특징
항목외의 요소(주관식)

- 기타 해당 지역에 대한 의견
- 항목 외의 가로활성화 요인

표 6. 가설의 종합

가설 내 용

1 가로다양성은 가로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가로의 선호도는 가로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가로내상점의변화는가로활성화에정(+)의영향을미칠것이다.
4 쾌적한 가로환경은 가로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편리한 접근성은 가로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가로내상점경쟁력은가로활성화에정(+)의영향을미칠것이다.
7 개성있는 가로는 가로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큰 차이 없이 고르게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설문의 표본이 성별, 연령, 대상지

별로 고르게 수집된 것을 확인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의 비율이 높았으

며, 서울과 근접한 경기도, 인천지역 거주자를 포함하

여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방문수단은 지하철이

299명(63.3%), 버스와 자가용이 각 66명(14.0%)으로

나타났으며 ,  방문목적은 오락 및 유흥이 134명

(28.4%), 쇼핑(17.6%), 공연 및 전시(10.6%)순으로 나

타났다.

4. 지역별 활성화 인식 차이

대상지별 가로활성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사후분

석은 등분산을 가정하였을 때 Scheffe, 등분산을 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Dunnett T3를 선택하여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이 현재 활성화는 0.001, 과거

에 비해 활성화는 0.000, 이후 가로활성화 기대는

0.002로 나타나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후검정 결과, 현재 활성화

항목에서 홍대가 신촌과 이태원에 비해 높은 평균적

인 수치를 보이면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비교한 가로활성화는 신촌

이 이태원, 가로수길, 홍대와 차이를 보이며 평균값

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가로활성화에 대해서는

이태원에서 가로수길과 홍대에 비해 높은 기댓값이

나타났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홍대가 신촌과 이태원

보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고, 과거에 비해서는 신촌

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활성화에

대해서는 가로수길과 홍대보다 이태원에 대한 기대

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회귀분석

가로활성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요인분석을 수행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가설 검정을 실시하였다. 판별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성 기준치 0.5 이하의 수치를 보이

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제거 과정 없이 모든 항목

을 사용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VIF값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

상이고 VIF가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별도로 독립변수 간 상관분석

을 진행한 결과, 변수간의 상관성이 |0.5|를 넘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설정된 7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요인회귀분

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인식에 있어서는 두 가설

「가로다양성은 가로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로의 선호도는 가로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99% 유의수준에서 가로활성

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

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이상훈, 2010), 상업가

로에서 독특한 개성의 상점이 많거나 다양한 업종의

상점, 다양한 이벤트, 축제, 전시회 등이 방문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분위기가 좋을수록 방문객들

은 가로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Jacobs(1961)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동인구의 증

가가 가로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유동인

구를 가로활성화의 중요한 측정 도구로 사용해온 김

용훈(2016) 및 이주아(2014)의 연구와 같이 ‘가로다

양성’ 및 ‘가로의 선호도’가 일반적으로 가로활성화

를 판단하는 인식의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지역별로 활성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업가로의 특징을 볼 때, 신촌은 저렴한 가격의 상

품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대학가라는 특징

이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촌에서는 ‘상점경쟁

력’ 요인에 해당되는 가로 내 상점의 가격이나 상품

품질에서의 경쟁력 및 ‘가로의 선호도’ 요인에 해당

되는, 사람이 많으며, 젊은 사람, 외국인 방문객이 많

고 가로가 유명한 것이 가로활성화를 판단하는 기준

이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촌 상업가로가 일반적

인 가로활성화 판단 기준과는 달리 ‘상점의 경쟁력’

과 ‘가로의 선호도’에 의해 활성화가 판단되는 거리

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촌에서는 가설 2 「가로의 선호도는

가로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6

「가로 내 상점 경쟁력은 가로활성화에 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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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설문응답자 일반 특성

항 목 구 분 신 촌 이태원 가로수길 홍 대 계(%)

성 별
남 58 57 64 57 236 (50.0)

여 59 57 54 66 236 (50.0)

연 령

10대 14 14 16 17 61 (12.9)

20대 23 25 23 32 103 (21.8)

30대 22 18 23 22 85 (18.0)

40대 20 17 19 16 72 (15.3)

50대 20 20 18 18 76 (16.1)

60대 이상 18 20 19 18 75 (15.9)

거주 지역

서 울 79 69 70 68 286 (60.6)

인 천 8 6 7 22 43 (9.1)

경기도 30 39 41 33 143 (30.3)

방문수단

도 보 2 8 11 1 22 (4.7)

지하철 72 75 62 90 299 (63.3)

자가용 12 20 26 8 66 (14.0)

시내버스 28 6 14 18 66 (14.0)

택 시 0 5 5 3 13 (2.8)

기 타 3 0 0 3 6 (1.3)

방문목적

오락 및 유흥 39 34 22 39 134 (28.4)

쇼 핑 19 20 28 16 83 (17.6)

공연 및 전시 10 13 8 19 50 (10.6)

업 무 10 8 5 11 34 (7.2)

의 료 5 0 3 0 8 (1.7)

학 습 3 0 0 3 6 (1.5)

통 행 1 3 0 4 8 (1.7)

산 책 2 3 12 0 17 (1.5)

식 사 26 31 37 30 124 (26.3)

기 타 2 2 3 1 8 (1.7)

표 8. 대상지별 활성화 인식 차이

항 목 연령대 인 원 평 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정

현재 활성화

신촌(a) 117 3.73 .727

5.783/0.001*** d > a,b
Scheffe

이태원(b) 114 3.82 .659

가로수길(c) 118 3.83 .645

홍대(d) 123 4.07 .611

과거에 비해
활성화
(3년 전)

신촌(a) 115 3.37 .811

7.644/0.000*** b,c,d > a
Scheffe

이태원(b) 112 3.84 .742

가로수길(c) 110 3.74 .686

홍대(d) 123 3.70 .849

이후
활성화 기대

(3년 후)

신촌(a) 117 3.42 .863

5.104/0.002*** b > c,d
Scheffe

이태원(b) 114 3.75 .829

가로수길(c) 118 3.35 1.016

홍대(d) 123 3.33 .955



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신촌이 일

반적 인식에서 유의했던 가설1 「가로다양성은 가로활

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보다 가격경쟁력

에 초점이 맞추어진 가로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태원은 젊은 사람과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유명

장소이다. 또한 이국적인 상점이나 다양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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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요인분석

요 인 평가항목 요인적재치 Eigen 값 설명분산(%)

가로 다양성

독특한 개성의 상점이 많음 .827

3.210 15.285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존재 .727

다양한 이벤트, 축제, 전시회 .723

분위기가 좋음 .694

가로의 선호도

거리에 사람이 많음 .849

2.778 28.515
젊은 사람들이 많음 .735

유명한 장소임 .716

외국인 방문객이 많음 .699

가로 내 상점의 변화

프랜차이즈 상점의 증가 .844

2.600 40.897업종 및 업체의 변화가 빈번함 .813

상점들이 유행에 민감함 .765

쾌적한 가로환경

쾌적한 보행환경 .746

2.217 51.453가로환경이 잘 정비되어있음 .683

주차시설이 충분함 .597

편리한 접근성
집 또는 직장, 만나는 사람들과 가까이 위치한 곳 .859

1.742 59.748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함 .591

상점의 경쟁력
상점의 상품 및 식음료 가격이 저렴함 .874

1.637 67.542
상품의 품질이 우수함 .650

개성있는 가로

신축건물이 많음 .616

1.412 74.267개성 있는 건축물이 많음 .581

사람들의 패션스타일 및 모습이 다양함 .535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7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x 2 5124.006

df. 210

sig. .000

표 10. 일반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tolerance VIF

가로활성화

(상수) 1.855 .238 7.803 .000***

상점의 경쟁력 .003 .037 .004 .087 .930 .683 1.464

가로다양성 .147 .042 .206 3.515 .000*** .500 2.001

편리한 접근성 .027 .029 .042 .910 .363 .797 1.255

개성있는 가로 .009 .041 .012 .229 .819 .588 1.702

쾌적한 가로환경 -.019 .033 -.030 -.583 .560 .668 1.497

가로의 선호도 .251 .046 .318 5.510 .000*** .513 1.948

상점의 변화 -.040 .043 -.049 -.926 .355 .605 1.652

R=0.452, R2=0.204, adj R2=0.192, F=17.017, Durbin_Watson=1.922

***.p<0.01, **.p<0.05, *.p<0.1



및 축제가 이루어지는 상업가로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로다양성’과 ‘가로의 선호도’가 가로활

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로의

다양성’은 독특한 개성의 상점, 다양한 업종의 상점,

다양한 이벤트, 축제, 전시회의 존재, 분위기가 좋음,

‘가로의 선호도’는 거리에 사람, 젊은 사람, 외국인이

많고 유명한 장소임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가설1 「가로다양성은 가로활성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2 「가로의 선호도

는 가로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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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신촌 가로활성화 인식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tolerance VIF

가로활성화

(상수) 1.928 .549 3.511 .001***

상점의 경쟁력 .178 .082 .230 2.164 .033** .649 1.540

가로다양성 -.012 .106 -.016 -.109 .914 .358 2.790

편리한 접근성 .116 .071 .166 1.647 .102 .723 1.384

가로의 개성 .056 .095 .071 .592 .555 .507 1.972

쾌적한 가로환경 -.094 .084 -.126 -1.118 .266 .581 1.720

가로의 선호도 .288 .102 .339 2.830 .006*** .514 1.946

상점의 변화 -.165 .106 -.166 -1.551 .124 .640 1.562

R=0.445, R2=0.198, adj R2=0.147, F=3.849, Durbin_Watson=1.948

***.p<0.01, **.p<0.05, *.p<0.1

표 12. 이태원 가로활성화 인식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tolerance VIF

가로활성화

(상수) 1.681 .472 3.557 .001***

상점의 경쟁력 -.068 .070 -.098 -.978 .330 .682 1.466

가로다양성 .173 .090 .211 1.929 .056* .569 1.758

편리한 접근성 .018 .061 .061 .303 .763 .712 1.405

가로의 개성 -.096 .079 -.139 -1.206 .231 .509 1.966

쾌적한 가로환경 -.018 .064 -.029 -.286 .775 .646 1.549

가로의 선호도 .347 .082 .438 4.216 .000*** .630 1.588

상점의 변화 -.006 .086 -.008 -.074 .941 .572 1.749

R=0.529, R2=0.279, adj R2=0.232, F=5.872, Durbin_Watson=2.101

***.p<0.01, **.p<0.05, *.p<0.1

표 13. 가로수길 가로활성화 인식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tolerance VIF

가로활성화

(상수) 1.401 .440 3.182 .002***

상점의 경쟁력 -.026 .072 -.037 -.354 .724 .576 1.737

가로다양성 .171 .073 .252 2.348 .021** .550 1.817

편리한 접근성 -.057 .057 -.091 -.998 .321 .762 1.312

개성있는 가로 .120 .088 .146 1.361 .176 .547 1.828

쾌적한 가로환경 .054 .066 .082 .811 .419 .627 1.596

가로의 선호도 .248 .088 .332 2.832 .006*** .460 2.174

상점의 변화 -.021 .086 -.027 .808 .808 .537 1.861

R=0.551, R2=0.303, adj R2=0.259, F=6.840, Durbin_Watson=1.994

***.p<0.01, **.p<0.05, *.p<0.1



택되었다. 이태원의 분석결과에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 변수들이 일반적 인식에서 채택된 가설들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태원은 가로활성화에 대한 일

반적 인식의 결과를 대표할만한 거리로 판단할 수

있다.

가로수길은 소규모 상점과 갤러리들로부터 시작된

상업가로답게 ‘가로다양성’ 요인에 해당되는 독특한

개성의 상점, 다양한 업종의 상점, 다양한 이벤트, 축

제, 전시회가 가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 결과 ‘가로다양성’ 외에 ‘가로의 선호도’

요인에 해당되는 거리에 사람, 젊은 사람, 외국인 방

문객이 많고 유명한 장소라는 점이 가로활성화 판단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가설1 「가로다양성은 가로활성화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2 「가로의 선호도는 가로활

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가로수길 분석에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

가로활성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난 요인들과 동일하며 채택된 가설들도 동일하

게 나타났다. 가로수길은 일반적 인식과 동일한 결

과로서 ‘가로다양성’과 ‘가로의 선호도’에 의해 활성

화가 판단되는 거리로, 이태원과 함께 일반적 인식

의 결과를 대표할만한 거리라고 할 수 있다.

홍대 상업가로의 활성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홍대 상업가로는 다양한 상점들과 거리의 이벤트가

활성화된 곳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가로의 다양성’

요인에 해당되는, 독특한 개성의 상점, 다양한 업종

의 상점, 다양한 이벤트, 축제, 전시회의 존재, 분위

기가 좋음이 활성화에 대한 판단기준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홍대 상업가로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요인

으로 나타난 것이 가로활성화의 일반적 인식에서 유

의한 결과로 나타난 ‘가로다양성’과 동일하였으나, ‘가

로의 선호도’ 항목이 유의하지 않아 가설2 「가로의 선

호도는 가로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가로의 선호도가 기각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서

울시 유동인구 융복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홍대

지역의 유동인구를 살펴보았다. 2015년 평균은 신촌,

이태원, 가로수길보다 많았으며, 특히 주말의 경우

평균 유동인구 수 보다 약 1.6배 가량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홍대거리가 유명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예술

인들의 행사개최2)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주말 및

평일의 보행자 수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그림 1, 그림 2).

제일기획의 중국 자회사인 鹏泰(펑타이)가 중국인

자유여행 관광객을 조사한 결과, 중국인 관광객(遊客

·요우커) 선호도가 명동 16%, 홍대 12%로 나타나

서 홍대지역이 중국인 선호 관광지 2위를 기록하였

다. 한편, 2016년 10월 국내 대규모 여행사의 담당자3)

를 대상으로 중국인이 선호하는 투어에 대해 인터뷰

를 실시한 결과, “근래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투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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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홍대 가로활성화 인식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tolerance VIF

가로활성화

(상수) 2.278 .509 4.472 .000***

상점의 경쟁력 -.051 .073 -.071 -.698 .487 .687 1.455

가로다양성 .255 .085 .367 2.995 .003*** .470 2.128

편리한 접근성 .081 .055 134 1.472 .144 .856 1.169

가로의 개성 -.042 .084 -.053 -.495 .621 .626 1.596

쾌적한 가로환경 .010 .058 .018 .175 .861 .706 1.417

가로의 선호도 .028 .101 .035 .277 .782 .445 2.249

상점의 변화 .050 .080 .068 .531 .608 .608 1.645

R=0.432, R2=0.187, adj R2=0.137, F=3.771, Durbin_Watson=1.779

***.p<0.01, **.p<0.05, *.p<0.1



정에 상업 가로 중 홍대 가이드 투어 혹은 홍대에서

의 자유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답변을 확인하였다.

최근 보차혼용의 문제로 홍대는 주말의 경우 보행

전용거리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량은 증

가하였으나, 늘어나는 보행량에 비해 보차혼용과 노

점상, 가판대와 같은 보행 장애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상술한 ‘가로의 선호도’가 가로활성화 판단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는 이러한 최근의 중국

인 관광객 유입과 가로환경 악화와 같은 지역적 변

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가로가 혼

잡하다는 다수의 주관식 설문결과는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홍대의 상업

가로에 대한 가설1 「가로다양성은 가로활성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99% 수준에서 채택되

었다.

IV. 결 론

최근 가로활성화 연구들은 지역 내 사람들의 인식

과 관련된 요소와 인적요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연구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

촌, 이태원, 가로수길, 홍대 상업가로의 방문객들이

생각하는 해당 지역의 가로활성화 요인과 일반 인식

으로서의 가로활성화 판단 기준 요인이 무엇인지 알

아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요인회귀분석을 통해 분

석하였고, 지역별 비교를 위하여 One-way ANOVA

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홍대가 신촌과 이태원보

다 활성화되어 있고, 과거에 비해서 이태원, 가로수

길, 홍대가 신촌보다는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후 활성화에 대해서는 가로수길과 홍대보

다 이태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통해 독립변수 7개, 종속변

수 1개의 요인을 확정하였고, 이를 통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

로활성화를 판단할 때, 가로의 다양성(독특한 개성의

상점, 다양한 업종의 상점, 다양한 이벤트, 축제, 전

시회, 분위기가 좋음)과 선호도(사람이 많음, 외국인

방문객이 많음, 젊은 사람이 많음, 유명한 장소)를

중요시함을 확인하였다. 지역별 회귀분석을 통하여

신촌은 가로 내 상점의 가격 경쟁력과 선호도, 이태

원은 가로다양성과 선호도, 가로수길은 가로다양성

과 선호도, 홍대는 가로다양성이 각각 가로활성화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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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말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혼잡(2016.11.20) 그림 2. 평일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혼잡(2016.11.21)

그림 3. 지역별 유동인구 수(명)

자료: 서울시 유동인구 융복합정보 서비스
http://115.84.164.178/seoulmap/

그림 4. 대상지별 평균, 주말 유동인구 수

자료: 서울시 유동인구 융복합정보 서비스
http://115.84.164.178/seoulmap/



통해 신촌이 지역적 특성으로서 상점 경쟁력이 있는

가로임을 확인하였다. 이태원과 가로수길에서는 일

반적 인식 요인과 동일한 요인이 채택되었으나, 홍대

에서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가로다양성 요인만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방문객의 관점에서 가로활성화 판단 요

인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는 점과 복수의 대상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가로활성화의 일반적 인식, 지

역적 특성에 따른 가로활성화 인식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가로활성화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요인연구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 및 차이를 확

인하였으며, 가로활성화의 일반적 인식을 대표할만

한 대상지의 선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가로활성화 인식 요

인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

구는 가로활성화를 ‘다양성’과 ‘사람이 많다’는 측면

으로 이해하는 언론의 시각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

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가로활성화 요인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가로활성화 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가

로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인식 요인으로 확인된 가로

다양성과 가로의 선호도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지구

단위계획의 적용을 통해 경관의 개선과 함께 가로 내

상점들의 업종 다양화를 견인하고, 상인들의 자율적

경관협정(covenant)과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4)의 도입을 통해 상업가로의 자율적 활성화

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추가된 항목들이 가로활성화 판단 기

준에 유의한 요인들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방문객들

이 생각하는 다양한 가로활성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요인을 추가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지역적 특성이 나타난 홍대의 경우 외국인 방문객이

지역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이 각각 상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가

로의 특성상 일반적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일부 도출되었다. 따라서 추후 가로활성화 판단 요

인의 일반화를 견고히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지역의 내부자라 할 수 있는 상인 외에 외

부자인 가로방문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

써 보다 총체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또한 통계적 분석 외

에 방문객이나 상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병행했

다면 현상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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