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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주ㆍ야간 상업가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인사동길을 

선정하였다.� 조도차이에 따라 인사동길의 구간을 분류하고 구간별 주ㆍ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ㆍ야간별 상업가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첫째,�주간의 경우 구간 간 가로만족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주간은 쾌적성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건축물,� 상업환경 순으로 분

석되었다.�야간은 건축물,�가로,�연속성 순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 경관적인 측면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업가로인 인사동길의 가로만족도는 주ㆍ야간환경에 따

라 그 영향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주ㆍ야간별 차별화된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

을 말해준다.

●●● Abstract

This study selected Insadong Street to identify the influence factors on satisfaction 
level of night and daytime commercial streets. Insadong Street was divided into 
section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illumination intensity, and a survey was done 
on each section per day and night. A hierarchical analysis was also performed. The 
result shows that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satisfaction per each section 
during daytime, but significant difference appeared during nighttime. Second, the 
influence factor of comfort was the highest during daytime followed by buildings 
and commercial environment. During nighttime, the influence factor of buildings was 
the highest followed by streets and continuity, which indicates that the scenic aspect 
has a powerful influence. This result means the satisfaction level of streets in 
Insadong Street, which is a commercial street, can have different influence factors 
during daytime and nighttime, which implies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ted plans 
for daytime and nigh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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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 야간 생활은 현대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현대인의 라이프스타

일은 밤,� 낮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며,� 이화 함께 도시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도시

민들의 야간시간 대 활동은 소비활동으로 이어지며,�야간경제활동은 지역경제의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6월 서울시 카드매출 빅데이터1)에 따르면 하루 매출의 

46.97%가 야간시간대(오후 5시~오전 6시)에 창출되며,�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

도 16.82%를 차지하고 있다.� 야간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에서는 관광에 초

점을 맞춰 다양한 사업(서울시 야간관광 가이드북,� 서울 밤 도깨비 야시장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야간경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외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야간조명을 도시 경제성 지표로 활용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

으며(Doll,� Muller� &� Morley� 2006;� Henderson,� Storeygard� &� Weil� 2012),� 야간환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명을 중심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프랑스 리

옹(2005),�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2002),�벨기에 겐트(2009,� 2012)�등은 도시계획의 관

점에서 야간시간의 환경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호주 시드니에서는 야간활동에 초점을 맞춰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심구

역 야간보행자수를 포함한 보행활동 관찰ㆍ조사를 『Late� Night� Management� Areas�

Research』 연구 통해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야간경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08년에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을 내

놓았으며,� 2015년에는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적용대상이 위계

가 큰 도로와 그 주변 건축물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에

서의 프로그램 발굴노력은 있지만,�주로 야간 관광가이드북이나 야시장 등 관광지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반면,�도심 실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기존 상업가로 등의 공간에

서 야간시간대 이용자들의 행태를 고려한 야간 경관 및 물리적 환경의 질에 대한 논의

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그동안 공공장소를 비롯한 특정 도시공간에 대한 질적 논의는 대

부분 해가 떠있는 주간시간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야간시간대 야간환

경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매우 부족한 단계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간시간대의 도시공간의 질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주ㆍ야

간시간대 상업가로를 대상으로 하여 보행자들의 가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ㆍ야간별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하에 상업가로의 주ㆍ야간 

가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야간시간대 보행자를 고려한 상업가로의 활

성화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시사점 제시를 목표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5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하여 기존 상업가로의 야간경관과 

야간시간 대 만족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하여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업지 야간

환경에 대한 연구진행사항을 알아본다.� 둘째,� 야간환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지의 야

간환경인 ‘조도’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다.� 셋째,� 측정된 조도를 바탕으로 군집분

석을 실시하여 대상지의 군집을 나눈다.� 넷째,� 각 군집별로 대표 지점을 설정하고 지점

1)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전역에 대한 추정매출액(블록단위)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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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다.�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업가

로의 가로만족도 분석을 실시한다.

1.2.2.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지역 중 중심가로인 ‘인사동길’을 대상으

로 한다.�인사동길에 입지한 상점들은 전통업종에서 일반상업업종까지 비교적 다양한 업

종구성을 보이는 곳이며,� 이에 따른 상점의 조명환경도 구간별로 상이하여 다양한 야간

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인사동길의 현황조사는 보행자 입장에서 인지가 높

은 가로와 건축물 1층의 상점들로 한정 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야간환경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과 대상지 현황조사,�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2.1. 가로경관의 구성

가로경관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있으며,�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분류방식도 다양하

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김수연ㆍ박수옥ㆍ이명훈 2010;� 최무현ㆍ현택수 2010;� 김형보ㆍ

윤진호 2012;� 여화선ㆍ구지연ㆍ김신원 2012;� 최무현 2014;� 표선영ㆍ김병석ㆍ박진아 

2015)을 종합해보면 크게 건축적인 부분과 가로환경적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건축

적인 부분은 높이,� 외장재료,� 디자인,� 규모,� 색채,� 형태 등과 같은 건축물의 구성항목으

로 되어 있으며,� 가로환경적인 부분은 차도,� 보도,� 가로시설물,� 휴게시설,� 교통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중 야간환경에 관련된 항목은 야간조명,� 가로등 형태 및 색

채,�간판 등이 있다.�

2.2. 상업지 야간환경

상업지의 야간환경을 다룬 연구는 주로 경관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최열ㆍ임하경ㆍ

박진성(2010)은 상업지역의 가로와 야간조명에 대하여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실행하여 

보다 나은 경관형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영환ㆍ이창호(2008)는 상업지의 야간경관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도와 함께 복수 지표를 설정하여 복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송두석ㆍ한갑수(2014)는 상업지역 보행가로 내 6개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 총량휘도 및 평균휘도가 감소할수록 야간조명의 만족도와 경관이미지의 긍정적 

평가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지은ㆍ서유석(2009)는 쇼윈도와 발광광고물,� 1층 

용도,�가로등이 영향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지하 상업공간을 대상으로는 이효창ㆍ하미경(2007)의 연구가 있었는데 정성적 분석으

로 지하도상가의 공간유형별 조명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외 이효창 외 3인(2011)은 상업

지역 내 보행로 조명계획과 범죄위험도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 밖에 빛 공해

와 옥외간판(장성진ㆍ정수광ㆍ김수민 2015),�상업지역에서 조도와 조명환경 만족(이종식

ㆍ박진철ㆍ김원우 2009)�등의 측면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2.3. 가로만족도

가로만족도의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가로공간의 물리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먼저 최무현ㆍ현택수(2010)의 연구에서 ‘간판수’,� ‘간판색

채’,� ‘전면도로폭’,� ‘포장재료’,� ‘가로시설물형태’,� ‘녹지휴게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가로경관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여화선ㆍ구지연ㆍ김신원(201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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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전면 테라스 공간’이 이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물리적 요소이며,� ‘상점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 ‘소규모 건축물’,� ‘건축물과 간판의 조화’� 등이 선호되는 물리적 요소라는 

것을 알아냈다.� 최무현(2014)은 상업가로환경 이용자 만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건물형태’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이며,� 그 외 ‘간판’,� ‘보행환경’,� ‘파사드’,� ‘가로

환경’�등이 영향이 있다하였다.�

물리적 공간의 인지 측면에서 진행된 표선영ㆍ김병석ㆍ박진아(2015)의 연구에서는 가

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로수’,� ‘보행쾌적성’,� ‘테라스형 상점’,� ‘상점접근 

및 활용’� 등의 인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하였다.� 김수연ㆍ박수옥ㆍ이명훈(2010)은 

인사동길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있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여 두 구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혔다.

2.4. 보행환경만족도

보행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진행되었다.� 먼저 성현

곤 ㆍ김태호ㆍ강지원(2011)은 ‘안전성’,� ‘쾌적성’,� ‘연속성’,� ‘편리성ㆍ시인성’,� ‘생동

성’� 등의 보행환경만족도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보행자 환경계획요소 규명

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각각의 계획요소 영향 모형을 개발하였다.� 임혜원ㆍ김태호(2012)

는 종로역과 강남역을 대상으로 보행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안

전성’,� ‘연속성’,� ‘쾌적성’,� ‘편리성’,� ‘경관성’� 등이 두 지역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훈ㆍ이성근(2013)의 연구도 ‘안전성’,� ‘연속성’,� ‘쾌적성’,�

‘wayfinding’,� ‘경관성’� 등이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석종수(2014)는 보행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속성,�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을 도출하였으며,� 보행환경만족도가 구전의도,� 재방문 의사 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야간보행환경 측면에서 김호인ㆍ이석준ㆍ이종성(2013)은 야간보행환경 

증진을 위한 요소로 범죄위협의 요인과 조명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2.5. 연구의 차별성

기존 상업지 야간환경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야간경관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보다 나

은 경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업가로만족도의 주ㆍ야간의 

영향요인 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종합적인 연구는 드물었다.�보행자가 느끼는 상업가로만

족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가로를 방문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접하는 

가로경관적인 측면이 있으며,� 그 가로를 구성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 상점 등에 대한 

가로만족도가 있다.� 또한 해당 장소에 입점한 상점들에 대한 만족도와 다양한 상점들은 

방문하기 위해서는 보행이라는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행환경만족도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야간환경이라는 요인이 실질적으로 상업가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로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내용과 가로만족도 그리고 

상업지 야간환경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업지 야간환경’,� ‘가로만족

도’,� ‘보행환경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가로경관,� 보행

환경,�상업환경 등의 만족도에 관한 세부요인과 조도측정을 바탕으로 분류한 구간변수를 

추출하여 주ㆍ야간 가로만족도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업가로의 

주ㆍ야간 가로만족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그림 1> 업종분포도

업종 빈도 퍼센트

화장품 8 5.20

쥬얼리ㆍ의류패션 29 18.7

편의점 등 기타 5 3.20

잡화점 6 3.90

전통의류 12 7.70

전통공예품/잡화점 48 31.0

전통다과 7 4.50

갤러리 21 13.5

음식점 2 1.30

카페/제과 5 3.20

공방 8 5.20

빈점포/공사구간 4 2.60

합계 155 100.0

<표 1> 대상지 1층 점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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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틀

3.1. 대상지 선정

연구에 적합한 대상지로 서울시 도심에 위치한 ‘인사동길’을 선정하였다.� 인사동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상업지 중 하나이며,� 중심가로에는 차,� 의류 등을 취급하는 전통상점

과 함께 화장품,� 카페,� 음식점 등의 업종도 어우러져 있다(표1).�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

는 상점의 종류는 다양한 상업가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인사동이 야간환경의 차이를 

보기에 적합한 이유는 업종분포가 가로구간별로 다르게 밀집되어있기 때문이다(그림1

)2).� 남측 인사동길 시작지점에는 화장품ㆍ의류ㆍ카페 등이 밀집하여 있고 인사동네거리

를 기점으로 북측은 갤러리ㆍ전통의류나 전통공예ㆍ잡화점들이 분포되어있다.� 이러한 특

징으로 인사동길은 구간별로 조도차이가 나타난다(표2).� 표3과 같이 각 상점의 업종과 

특징에 따라서 조도 값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인사동길의 특이사항은 인사동네거리 북측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며,�야간

경관에 대한 조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야간조명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항인데 인사

동길이 해당하는 세부사항을 보면,� 건축물표면 기준휘도의 범위를 5~10(cd/㎡)으로,� 색

온도는 3,000~3,500K를 권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 직접광원 노출이나 

과도한 색상의 변화로 시각적 불쾌감을 주는 방식의 빛을 지양한다는 내용과 디지털 경

관조명 설치 및 원색계열의 색상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

용만으로는 상점의 내ㆍ외부 조명에 대한 통합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상점

별로 다른 야간환경의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야간환경의 특성 차이에 초점

을 맞추어 인사동 중심가로인 “인사동길”을 본 연구의 구체적 대상지로 선정한다.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화장품 8 777.90 398.50 140.89 444.74 1111.05 166.20 1477.00

잡화점 6 540.93 437.25 178.50 82.06 999.80 221.40 1366.00

쥬얼리ㆍ의류 29 480.71 396.66 73.65 329.83 631.59 11.74 1702.00

전통다과 7 478.51 330.55 124.93 172.80 784.22 48.10 926.00

전통공예ㆍ잡화 48 408.40 314.40 45.38 317.11 499.70 15.95 1586.00

편의점ㆍ약국ㆍ기타 5 376.62 203.30 90.92 124.18 629.05 98.10 655.00

전통의류 12 373.53 202.73 58.52 244.72 502.34 113.10 753.00

공방 8 299.24 347.87 122.99 8.40 590.07 13.75 1044.00

갤러리 21 203.64 336.30 73.38 50.55 356.72 4.57 1286.00

음식점 2 132.90 55.86 39.50 -368.99 634.79 93.40 172.40

카페ㆍ제과 5 109.78 56.43 25.24 39.70 179.85 37.10 192.20

빈점포ㆍ공사 4 57.52 35.45 17.72 1.10 113.94 18.40 102.30

합계 155 389.95 350.67 28.16 334.31 445.60 4.57 1702.00

<표 3> 업종분포 및 업종별 평균조도

3.2. 설문 및 변수설정

상업가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방면에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로경

관’,� ‘보행환경’,� ‘상업환경’�등 세 분류에 대한 변수를 설정한다.�분석변수 추출을 위해

서 앞서 2장에서 언급한 기존 가로경관관련 선행연구와 보행환경에 관한 연구3)를 검토

2) 본 연구는 동일한 환경에서 야간환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로에서 야간환경별로 구간을 설정한다. 야간환경차이를 보기위한 항목은 야간경관으로 
정의하며, 분류기준은 ‘조도’를 측정하여 활용한다.

3) 2.3 가로만족도와 2.4 보행환경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지점 군집
지점
평균
(㏓)

구간
평균
(㏓)

구간
점포
평균
(㏓)

가로
폭

(m)

1 1 34 40.84 406.79 18

2 1 39 36.60 584.53 16

3 1 36 50.59 484.74 16

4 2 76 52.39 477.94 16

5 4 45 70.87 321.40 16

6 2 92 56.23 408.75 16

7 1 32 63.83 479.22 16

8 2 68 54.34 633.91 16

9 2 63 70.21 572.80 12

10 2 80 82.52 547.17 12

11 3 105 71.41 540.56 8

12 4 30 84.66 509.53 8

13 3 119 71.28 666.44 8

14 3 64 85.51 500.23 8

15 3 73 70.47 356.34 8

16 3 74 71.97 312.44 8

17 3 69 84.63 439.99 8

18 3 111 95.19 439.23 8

19 3 106 105.11 427.10 8

20 3 99 115.04 369.89 8

21 3 140 114.79 434.54 8

22 2 105 100.51 558.47 14

23 4 56 64.02 214.83 14

24 4 31 52.83 207.84 14

25 4 72 45.08 180.89 14

26 4 33 62.45 155.60 14

27 3 83 132.16 259.08 8

28 3 281 156.97 407.63 8

29 3 107 142.38 458.66 8

30 1 39 53.72 411.46 8

31 1 15 39.57 313.45 14

32 4 65 42.11 228.00 14

33 4 47 53.76 143.07 14

34 4 50 50.65 244.98 16

35 4 55 58.68 296.68 16

<표 2> 조도 측정치 및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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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수집된 분석변수들을 종합하여 재분류한 결과,� 경관관련 중요변수

는 건축물과 가로로 분류가 되었다.� 건축물 부분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재료,� 색채,� 디자

인,� 높이와 간판에 관한 변수들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가로에서는 보행로ㆍ가로ㆍ차도의 

폭,� 포장재료,�가로시설물,� 가로수 등이 주요 변수로 거론되었고 기타 변수로 노점상,� 휴

게공간 등이 분석 변수로 제시되었다.� 보행환경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연속

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의 변수와 그에 해당하는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 경관성과 생동성 등의 변수도 존재하였다.� 변수 측정방법은 모두 설문조사를 바탕으

로 진행되었으며,� 측정방식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

식으로 설문조사 항목을 추출하였다.� 먼저 주요한 설문항목을 추출하기 위해 최소 2개

의 선행연구에서 거론된 항목을 대상으로 비슷한 성격의 문항은 하나로 통합하였다(예:�

차량주행,� 자전거주행,� 오토바이 주행 등).� 그리고 본 대상지와 비교하여 대상지 내 존

재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 하였다(예:� 횡단보도 등).� 또한 상업환경에 대한 변수를 설정

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판매시설’,� ‘음식점’에 대한 ‘상품의 질’,� ‘상품가격’,� ‘서비

스’의 만족도를 추가하였다.� 전반적인 상업가로의 가로만족도는 단일 변수로 구성하였으

며,�모든 변수의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이다.�추가적으로 조도를 바탕으로 구분한 구간

별 더미변수를 구축하였다.�더미변수는 각 구간별 길이는 동일하므로 구간평균조도와 점

포평균조도의 합을 가로폭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중간 값을 보이는 A구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4).�

구  분 항  목

가로
경관

만족도

건물 건축물 높이, 전면 부 디자인ㆍ재료ㆍ색채, 간판의 수ㆍ크기ㆍ색채, 형태조화

가로 보행로 폭, 포장재료, 청결상태, 휴게공간, 노점상

시설물 안내표지판, 가로수, 가로등 형태 및 수, 가로시설물

야간경관 가로등 조명, 간판조명, 상점조명, 보도조명, 가로조명의 조화로움

보행
환경

만족도

연속성 건물 진출입 입구 적정성, 이면도로 연결성, 보행자 전용 통로

안전성 차량ㆍ자전거ㆍ오토바이주행, 주ㆍ정차 차량, 차량경계시설(볼라드, 방지턱 등), 보도단차

편리성 보도주변 판매시설, 공공편의시설, 안내체계, 대중교통 편의성

쾌적성 보도경사, 보도의 포장상태 및 청결도, 소음ㆍ매연, 보행로 폭, 보행 방해물, 보행인 수

상업환경만족도 위락ㆍ판매ㆍ음식점 등에 대한 상품의 질, 상품가격, 서비스 만족도

전체만족도 가로만족도

개인특성 성별, 연령, 통행목적, 선호조명

조도더미 (구간평균조도+점포평균조도) / 가로폭 A구간 기준으로 더미설정

<표 4> 최종 설문항목 및 변수

3.3. 자료수집 및 군집분석

자료수집은 크게 물리적 빛 환경인 조도 측정과 보행자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조도 

측정은 「KONICA� MINOLTA� T-10」 조도계를 사용하여 인사동길 전체에 대하여 일정

간격(15m)으로 가로구간을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개별점포별 조도도 측정하였다(그림3�

참조).� 지점조도는 각 지점마다 가로중심과 이로부터 좌로 3m,� 우로 3m� 등 총 3지점의 

수평면 조도(높이 1.5m)를 총 37개의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개별점포는 점포 전면 1m

이내 범위 안 1.5m� 높이에서 점포와 수평이 되게 조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시간은 햇빛

과 어둠에 의한 조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가 완전히 지고 난 19시에서 20시 30

분 사이만 측정 하였으며,� 9월 중순 경 안개나 미세먼지가 없는 날을 선정하여 조사하

4) 구간별 조도 계산 값은 A구간: 38.82, B구간: 53.58, C구간: 66.52, D구간: 14.14이며, 중간 값을 설정한 이유는 현재 상업가로에서 어떠한 조도 값이 적합
한 환경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간 값을 기준으로 낮은 값과 높은 값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그림 2> 계층적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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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측정방식에 의한 조도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명의 조사원이 하나의 조도계를 

사용하여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3일에 걸쳐 전 가로구간과 점포조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3> 조도측정 및 구간

  

본 연구에서는 야간환경의 차이를 보기 위한 구간을 군집분석을 통해 설정한다.� 먼저 

수집 된 가로구간와 점포조도를 바탕으로 ‘지점평균조도’,� ‘구간평균조도’,� ‘구간점포평

균조도’를 구하였다5).� 분석변수는 세 값에 가로폭을 추가하여 총 4개의 변수로 구성되

었으며,� 37개의 지점 중 처음과 마지막 지점을 제외하고 35개의 지점을 대상으로 SPSS

를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결과 척도거리 5를 기점으로 총 4

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그림2).� 표2를 보면 각 군집 중 지점 전ㆍ후가 모두 같은 군집

에 속한 곳인 지점 2,� 9,� 19,� 25(이하 구간 A,� B,� C,� D로 지칭)를 최종 분석지점으로 

선정하였다(그림3).� 표5의 군집특성을 보면 가로구간 조도의 경우 C구간이 10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구간은 70.21㏓,� D구간은 45.08㏓ 그리고 A구간은 36.6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점포조도를 보면 A구간이 584.53㏓으로 가장 높은 것과 대비되는

데 이는 A구간의 경우 가로폭이 넓기 때문에 가로 중간에서 측정한 구간조도가 낮게 나

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B구간 또한 점포조도(572.80㏓)에 비해 구간조도가 C구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D구간의 경우 점포조도가 180.89㏓로 가장 낮았으며,� 구간조도 또한 

45.08㏓로 낮은 편에 속한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추출된 군집의 대표 구간에서 보행자 설문조사를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실시하였다.� 주ㆍ야간 차이를 제외한 다른 환경에 대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 주ㆍ야간이 가장 근접한 시간대인 오후 4~6시(주간)와 오후7시~8시 반(야간)� 두 

시간대에 조사가 진행되었다.�표본추출은 인사동 방문객에 대한 모집단 추정이 어려움으

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는 편의표본추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개의 조

5) 지점평균조도는 한 지점에서 측정한 가로 중앙, 좌, 우 조도의 평균이며, 구간평균조도는 기준지점의 앞뒤 지점을 포함한 3개 지점의 평균조도이며, 구간점포평
균조도는 3개 지점의 점포 조도의 평균임

분류 구간 A 구간 B

지점조도
(lx)

39 63

구간조도
(lx)

36.60 70.21

구간점포
조도(lx)

584.53 572.80

가로폭
(m)

16 12

업종분포
(개소)

전통공예·잡화(1)
전통의류(1)

쥬얼리·의류(2)
화장품(2)

전통공예·잡화(3)
전통의류(1)

쥬얼리·의류(2)
화장품(2)

기타(1)

주간

야간

분류 구간 C 구간 D

지점조도
(lx)

106 72

구간조도
(lx)

105.11 45.08

구간점포
조도(lx)

427.10 180.89

가로폭
(m)

8 14

업종분포
(개소)

전통공예·잡화(3)
전통다과(3)

쥬얼리·의류(2)
공방(1)

전통공예·잡화(4)
전통다과(1)

쥬얼리·의류(2)
갤러리(1)

공방(2)
빈점포(1)

주간

야간

<표 5> 구간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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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점 별로 대학원생으로 꾸려진 조사원 2~3명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9월 

18일과 21일 양일간 주간 98부,�야간 95부가 수집되었다.� 11월 1일 추가설문을 통해 주

간 20부,� 야간 20부를 추가하여 총 233부(주간:� 118부,� 야간:� 115부)가 수집되어 사용

되었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ㆍ야간 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측정된 조도를 바탕으로 실시한 군집분석의 

군집들을 더미변수로 만든다.� 둘째,�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측정

변수 구성요인을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회귀분석6)을 주간과 야간 실행하여 주ㆍ

야간에 따라 상업가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모든 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를 활용하여 진행한다.�

4. 분석결과

4.1. 응답자 기초통계량

설문응답자들은 총 233명이며,� 여성이 54.1%인 126명으로 남성 107명(45.9%)보다 

높게 나타났다.�연령의 경우 20대가 143명(61.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19.7%,� 10

대와 40대가 각 5.6%,� 50대는 4.7%�그리고 60대 이상은 3.0%로 분포하였다.�방문목적

은 여가/쇼핑이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인 경우가 9.0%,� 주변 거주민인 경

우가 3.0%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조명의 경우 ‘화려하지 않은 조명’이 68.7%,� ‘화려한 

조명’이 9.9%�그리고 ‘상관없음’이 21.5%로 응답하였다.

4.2. 요인분석

다양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7)과 요인분석

이 있다.�주성분분석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며,�숨겨진 구조나 요

인을 발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요인분석의 경우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

거나 인과관계 모델링을 할 때 널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 

변수들을 간략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성분분석을 채택하였다.� 우선적으로 야간변수에 대

한 주성분분석을 고유 값1을 기준으로 직교회전방식(varimax)8)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변

수로 저장하였다.� 야간의 경우 총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간변수에 

대한 주성분분석은 고유 요인 추출 값을 7로 고정하여 추출하였다.� 모든 변수가 공통성 

0.4이상과 적재량 0.4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회전 제곱한 적재 값은 주간 70.41%,� 야간 

71.31%로 나타났다.� KMO와 Bartlett의 검정은 주간(KMO:� 0.866,� Bartlett:� 0.000),� 야

간(KMO:� 0.856,� Bartlett:� 0.000)분석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7개의 요인 중 경관관련 요인은 ‘건축물’과 ‘가로’로 나타났으며,� 보행환경관련 

요인은 ‘연속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마지막으

로 상업관련 요인은 1개의 요인인 ‘상업환경’이 추출되었다.�이 중 건축물과 가로요인은 

주ㆍ야간 차이로 조명과 관련된 변수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6) 위계적 회귀분석을 채택한 이유는 조도구간변수와 경관만족도, 보행환만족도, 상업환경 등의 요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면서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7) 주성분분석은 기초가 되는 모형에 의존하지 않는 변수의 직교변환을 찾아내 새로운 변수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8) 직교회전은 추출된 요인들 간 상관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사용되며, 사교회전은 요인들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가정될 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을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하여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항목 적재량 신뢰도

주
간

건
축
물

전면부디자인 0.828

0.837
간판 0.778

형태조화 0.716
건축물높이 0.714

가
로

가로수 0.785
0.806가로등 0.749

가로시설물 0.589

상
업
환
경

위락가격 0.806

0.858

음식가격 0.743
위락서비스 0.724

위락질 0.721
판매가격 0.657

음식서비스 0.631
연
속
성

건물입구 0.766

0.773보행자통로 0.689

이면도로연결 0.652

안
전
성

차량경계시설 0.808

0.808보도의단차 0.729

차량등주행 0.663

편
리
성

안내체계 0.761

0.721안내표시판 0.623

공공편의시설 0.609

쾌
적
성

청결상태 0.832

0.828
보도상태 0.735
소음매연 0.638
보행로폭 0.581

야
간

건
축
물

상점조명 0.812

0.920

간판조명 0.801
전면부디자인 0.800

간판 0.798
형태조화 0.712

조명의조화 0.670
건축물높이 0.606

가
로

가로등 0.860
0.819가로시설물 0.690

가로등조명 0.665

상
업
환
경

음식질 0.818

0.908

판매서비스 0.790
판매질 0.783

음식서비스 0.775
판매가격 0.757

위락서비스 0.693
음식가격 0.618

연
속
성

이면도로연결 0.747

0.799건물입구 0.691

보행자통로 0.554

안
전
성

차량경계시설 0.827

0.835
차량등주행 0.742
주정차차량 0.701
보도의단차 0.611

편
리
성

안내체계 0.743

0.747공공편의시설 0.619

안내표시판 0.562

쾌
적
성

보행로폭 0.759

0.790
소음매연 0.708

보행방해물 0.695
보도상태 0.615

<표 6>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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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ㆍ야간 가로만족도 위계적 회귀분석

주ㆍ야간 가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총 

4개의 모델로 실행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조도에 따른 군집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더미변수(A구간 기준,� B~D구간)를 투입하였다.� 두 번째 모델을 가로의 골격구조를 형

성하고 있는 가로와 건축물의 경관요인을 투입하였다.� 세 번째 모델에서는 가로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보행활동과 관련한 보행환경만족도 요인들을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의 

구매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상업환경만족도에 대한 요인을 추가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

였다.

독립변수
주간모델1 주간모델2 주간모델3 주간 모델4

표준화계수
t(p)

표준화계수
t(p)

표준화계수
t(p)

표준화계수
t(p)

베타 베타 베타 베타
B구간  -0.148  -1.335  -0.059  -0.544  -0.016  -0.171    0.025    0.282
C구간  -0.050  -0.457    0.044    0.403  -0.045  -0.474  -0.016  -0.180
D구간    0.001    0.006  -0.006  -0.055  -0.118  -1.224  -0.072  -0.792
건축물    0.280**    2.970    0.315***    3.887    0.314***    4.139
가로    0.207**    2.246    0.176**    2.227    0.185**    2.500

연속성    0.188**    2.439    0.185**    2.560
안전성    0.127*    1.678    0.128*    1.800
편리성    0.273***    3.558    0.278***    3.869
쾌적성    0.381***    4.875    0.375***    5.116

상업환경    0.290***    4.048
 = 0.140,

 수정된  = -0.006
 = 0.128,

 수정된  = 0.090
 = 0.380,

 수정된  = 0.329
 = 0.463,

 수정된  = 0.412

독립변수
야간모델1 야간모델2 야간모델3 야간모델4

표준화계수
t(p)

표준화계수
t(p)

표준화계수
t(p)

표준화계수
t(p)

베타 베타 베타 베타
B구간  -0.162  -1.510  -0.141  -1.568  -0.134  -1.614  -0.099  -1.222
C구간  -0.248**  -2.291  -0.175**  -1.918  -0.178**  -2.059  -0.117  -1.366
D구간  -0.242**  -2.255  -0.196**  -2.097  -0.212**  -2.374  -0.135  -1.505
건축물   0.484***    6.307    0.485***    7.070    0.482***    7.283
가로   0.277***    3.471    0.272***    3.801    0.292***    4.212

연속성    0.258***    3.731    0.259***    3.885
안전성    0.116    1.609    0.095    1.358
편리성    0.254***    3.692    0.054    0.791
쾌적성    0.041    0.584    0.258***    3.879

상업환경    0.206***    2.993
 = 0.061,

 수정된  = 0.035
 = 0.367,

 수정된  = 0.338
 = 0.513,

 수정된  = 0.471
 = 0.552,

 수정된  = 0.508
주간: n= 118 야간: n= 115, *p<0.1, **p<0.05, ***p<0.01

<표 8>  주ㆍ야간 가로만족도 위계적 회귀분석

표8은 주ㆍ야간 가로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값을 보여준다.� 먼저 구간과 

경관요인이 투입된 모델2를 보면 주간의 경우 구간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야간의 경우 C,� D구간이 음(-)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일한 환

경일지라도 주ㆍ야간의 환경차이 즉,�야간환경조성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야간의 경우 조도환경이 중간 값인 A구간에 

비해 조도가 높은 C구간이나 낮은 D구간의 경우 가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

업가로에 있어서 조도차이가 가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델 4를 보면 주간에는 쾌적성(0.375)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건축물(0.314),�상

업환경(0.290)� 순이며,� 야간에는 건축물(0.482),� 가로(0.292),� 연속성(0.259)순으로 영

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ㆍ야간 공통적으로 영향력이 큰 요인은 건축물이며,� 주

간보다는 야간에 더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가로요인도 주간보다는 야간에 영향력

이 높아진 반면 쾌적성과 상업환경의 경우에는 주간보다 야간에 영향력이 낮아지고 안

요인 최소값 최대값

주
간

건축물 -3.37696 2.19326

가로 -2.37644 2.87114

상업환경 -2.66715 2.65635

연속성 -3.26585 2.04407

안전성 -3.35523 2.45062

편리성 -2.47433 2.90485

쾌적성 -2.59405 2.26286

야
간

건축물 -2.64688 2.40975

가로 -2.85462 2.93023

상업환경 -2.91297 3.09683

연속성 -3.03559 2.54251

안전성 -2.62759 1.93474

편리성 -4.42909 3.48624

쾌적성 -1.86209 2.43552

전 요인 평균: 0, 표준편차: 1

<표 7> 요인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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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과 편리성은 영향력이 없게 나타난다.� 이는 주간에 비해 야간에는 가로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보행 및 상업활동 보다는 가로공간이라는 경관적인 큰 틀에 초점이 

맞춰지며,�전반적인 뷰를 형성하고 있는 물리적 요소인 건축물과 가로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보행활동의 연속성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라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업가로의 주ㆍ야간 가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해서 인사동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조도를 바탕으로 분류한 구간변수가 가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주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야간의 경우 A구간에 비해 C,� D� 구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간의 경우 경관,� 보행환경,� 상업환경만족도에 관련한 

모든 요인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야간의 경우에는 안전성과 편리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경관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상업가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ㆍ야간 공통적으로 경관과 보행환경에 대한 

물리적 요소 정비와 가로에 입지한 점포들의 질적인 측면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야간시간대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가로등의 경관요인의 영향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 건축물 및 간판 정비와 가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건축 및 정비 사업으로 가로

경관을 조성을 통해 가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효율적인 상업가로 

조성을 위해서는 재건축 및 조성이 어려운 건축물과 가로보다는 야간조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건축물과 그 안에 입점한 업종들의 특성을 고려한 조명 뿐 아니

라,�보행의 시각적 연속성 측면에 가로 전반적인 통일된 조명계획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 상업가로의 조명을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가로구간별 업종 등의 성격에 따라 건축물 조명

으로 그 특성을 살려주고 가로 전체적인의 통일성은 가로 등 및 보도 조명과 같은 공공

조명으로 가로의 연결성을 강조하여 가로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ㆍ야간 상업가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로경관,�보행

환경,� 상업환경 등을 분석하였다.� 방문객의 모집단에 대한 검토가 어려워 편의표본추출

방식을 채택한 것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야간 빛 환경인 

조도를 바탕으로 가로구간을 구분하여 검증하고 주ㆍ야간 별 영향요인을 추출해 냈다는 

것의 의의가 있다.� 향후 보다 디테일한 상업가로의 가이드라인을 위해서는 업종 특성별

로 정량적인 데이터(조도,� 휘도,� 색온도 및 물리적 요소 등)를 활용하여 가로만족도에 

영향을 주ㆍ야간 요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여러 유형의 대상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간 1 2 3 4 5

건
축
물

전면부디자인 3.4 8.5 35.6 44.9 7.6
간판 4.2 23.7 33.9 32.2 5.9

형태조화 5.1 17.8 33.1 37.3 6.8
건축물높이 0.8 6.8 39.0 49.2 4.2

가
로

가로수 2.5 13.6 38.1 33.9 11.9
가로등 1.7 18.6 49.2 26.3 4.2

가로시설물 3.4 15.3 58.5 16.9 5.9

상
업
환
경

위락가격 5.1 30.5 49.2 13.6 1.7
음식가격 5.1 28.0 53.4 11.0 2.5

위락서비스 3.4 12.7 62.7 21.2 0
위락질 3.4 14.4 61.9 19.5 0.8

판매가격 4.2 28.0 44.9 20.3 2.5
음식서비스 3.4 5.9 57.6 30.5 2.5

연
속
성

건물입구 2.5 5.9 47.5 39.0 5.1
보행자통로 1.7 16.9 33.1 38.1 10.2

이면도로연결 0.8 10.2 54.2 27.1 7.6

안
전
성

차량경계시설 3.4 17.8 42.4 31.4 5.1
보도의단차 4.2 11.9 44.1 29.7 10.2

차량등주행 5.9 40.7 26.3 22.0 5.1

편
리
성

안내체계 0.8 17.8 55.9 22.0 3.4

안내표시판 2.5 25.4 45.8 22.0 4.2

공공편의시설 0.8 17.8 47.5 28.0 5.9

쾌
적
성

청결상태 3.4 9.3 39.0 33.9 14.4
보도상태 1.7 9.3 34.7 38.1 16.1
소음매연 3.4 18.6 35.6 32.2 10.2
보행로폭 1.7 10.2 29.7 36.4 22.0
야간 1 2 3 4 5

건
축
물

상점조명 7.0 19.1 41.7 27.0 5.2
간판조명 7.0 20.9 38.3 25.2 8.7

전면부디자인 2.6 24.3 28.7 34.8 9.6
간판 7.0 29.6 23.5 30.4 9.6

형태조화 7.0 28.7 33.0 25.2 6.1
조명의조화 6.1 26.1 35.7 24.3 7.8
건축물높이 0.9 7.0 44.3 35.7 12.2

가
로

가로등 0.9 15.7 36.5 38.3 8.7
가로시설물 0.9 13.9 51.3 27.8 6.1
가로등조명 2.6 17.4 31.3 36.5 12.2

상
업
환
경

음식질 1.7 17.4 46.1 28.7 6.1
판매서비스 0.9 20.9 45.2 28.7 4.3

판매질 0.9 18.3 45.2 31.3 4.3
음식서비스 1.7 19.1 45.2 29.6 4.3
판매가격 0.9 35.7 42.6 17.4 3.5

위락서비스 1.7 24.3 57.4 13.0 3.5
음식가격 3.5 32.2 47.0 13.9 3.5

연
속
성

이면도로연결 0.9 17.4 44.3 34.8 2.6

건물입구 1.7 13.0 44.3 37.4 3.5

보행자통로 2.6 19.1 33.0 38.3 7.0

안
전
성

차량경계시설 7.0 19.1 40.0 31.3 2.6
차량등주행 9.6 40.0 23.5 24.3 2.6
주정차차량 7.8 23.5 34.8 27.0 7.0
보도의단차 3.5 13.9 43.5 29.6 9.6

편
리
성

안내체계 5.2 25.2 44.3 20.9 4.3

공공편의시설 3.5 21.7 46.1 25.2 3.5

안내표시판 3.5 20.9 45.2 24.3 6.1

쾌
적
성

보행로폭 2.6 15.7 29.6 41.7 10.4
소음매연 0.9 21.7 33.0 37.4 7.0

보행방해물 0 16.5 40.9 33.0 9.6
보도상태 1.7 9.6 29.6 47.8 11.3

<표 9> 설문조사 문항별 응답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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