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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전통시장의 입체녹화 도입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행동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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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identify the elements of traditional markets containing 
multi-dimensional parks that have more influence on the expectations on the multi-dimensional parks and activation 
recognition. The target sites of this study are the traditional markets located in the heart of the city of Seoul; these 
places are visited by not only the ordinary consumers of South Korea but also many foreign tourists and invigorating 
the commercial districts in the downtown area. A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consumers who used these traditional 
markets over the period from January 28 till February 22, 2019. As a result, a total of 515 questionnaires were recovered 
and used for the analyses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ctivation elements for 
traditional markets, such as the psychological element, physical element, diversity, functional element, stability, 
expectation, and activation recognition, were all positively related. Second, some of the activation elements for traditional 
markets, i.e., the physical, psychological, functional, stability, and diversity elements directly influenced the expectation 
and activation recognition directly. Also, the expectation turned out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activation recognition. 
Third, it turned out that the indirect effect of expec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al, psychological, diversity, 
functional, stability elements and activation recognition was significant. In addition, the result of Sobel-test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ation elements and activation recognition had a mediating effect.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 suggested a scale for a comprehensive evaluation on the concept of activation, which is the ultimate 
goal,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parks to traditional markets, while re-highlighting the activation 
of traditional marke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may be used to determine the priorities of the activation 
elements for traditional markets in order to enhance the expectation and activation of tradition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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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시장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업적인 공간의 긴

역사를 지니고 다양하게 결합 된 상업 장소로써 사람과 기능

그리고 공간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특정 지역의 공동체적인

사회와 관습,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1990년대

이후로 전통시장은 이용자들의 인터넷 구매 및 소비형태의 변

화 등을 통해 점차 이용이 줄어들게 되었고, 특히 대형 할인마

트의 출현으로 전통시장의 축소는 빠르게 진행되었다(남윤형

등, 2010). 이러한 경향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주민들의 생활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전개하였

으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정책은 시설 환경적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그 밖에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준호 등, 2015). 이러한 전통시장을 중

심으로 효율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형의 특성을 반영한 입체

녹화를 기초로 하는 지원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될 것으

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지가 확충되고, 도시화가 정착되는 이 모

든 과정 속에서, 서울시의 거대 도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대

규모 공원이 시민들의 생활권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 도시계

획시설로 인식되는 노정을 살필 수 있었다. 공원을 계획한 초

기 단계부터 도시구조 안에서 공원녹지의 보존 및 확충, 이용

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공원이 생겨나고 변화하

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서울 도시의 변화와 공원의 역사를 통합적인 측면으

로 분석하는 연구는 등한시했으며, 대다수의 연구는 공원의 내

적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공원이 시민

들의 여가생활과 다양한 일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관심을 기

울이고 있었으나, 물리적 결과의 특성만을 검토하는 데 그쳐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즉, 2000년대 이

후 주 5일제 근무, 국민소득증대 등의 사회적 움직임으로 인해

국민들의 주거형태가 바뀌었고, 도시 안에서 쾌적한 여가환경

계획에 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정선과 양승우, 2016).

또, 도시의 발전과 개발, 증가된 인구에 비례하게 도시 환경

문제는 날이 거듭할수록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도시

내 녹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 있어 도시녹화에 대한 그

인식이 매우 커지고 있다. 무분별하게 증식된 도시 구조 내에

서는 도시공원 및 녹화를 투입할 수 있는 잉여 공간을 찾아보

기 힘든 현실이다. 그러므로 입체녹화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수

있는 영역으로 지역경제의 개발과 여가활동의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박훈과 오민준, 2016).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도시 내 가장 큰 규모를 가지

고 있는 인프라 시설 중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입체녹화 시설과

같은 물리적 정비 요소 중 어떤 요소들이 입체녹화에 대한 기

대감과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입체녹화 설치 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입체녹화가 주는 영향에 대한

물리적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상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등의 발길이끊이지 않고 도심 상권에 활력을불어넣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선정,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설문조사는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서울시내 전통시장을 이용자 또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515개
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요소, 물리적 요소, 다양성, 
기능적 요소, 안정성, 기대 및 활성화 인식과 같은 전통 시장의 활성화 요소는 모두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시장의

활성화 요소, 즉 물리적, 심리적, 기능적, 안정성 및 다양성 요소들은 기대와 활성화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 효과로는 활성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기대치가 물리적, 
심리적, 다양성, 기능적, 안정성 요소 및 활성화 인식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벨테스트 결과로 활성화 요소와 활성화 인식 사이의 관계가 중재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연구를 통해 전통시장

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재래시장에서의 다차원 공원화를 통한 활성화 개념에 대한 종합적인평가를 위한 척도를 제시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래시장의 기대와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요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도시 전통시장, 입체공원,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 기대감, 활성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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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고자 하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

울의 전통시장에 대한 도시개발역사를 기반으로 입체녹화계획

이 중요한 요소로 비중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전통시장의 개념 및 특징
전통시장의 전통적 개념은 ‘문화, 경제, 사회 그리고 기타대

상물을 지닌 공간으로써 구매자와 구성원이 모여서 금액을 책

정하고 지급되는곳’으로, 대부분 물품이 거래되는 공공의 공간

으로서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대의 전통시장은 장소는

물론 물품을 판매하는 구성원들까지 포함하여 정의된다(지진

호와 임화순, 2001). 제도적으로 전통시장의 정의를 살펴보면

‘시장법’(1961년 제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제2조(개정 2015.11.20)로 규정할 수 있다. 시장법에 의하

면 전통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구체

적인 공간혹은 시설로서, 이를 상설시장 또는 정기시장으로 나

눈다. 상설시장은 시장법에 의해 한 건물 내 법으로 규정한 일

정 수의 판매자가 물건의 교환 및 상품거래 또는 용역을 상시

제공이 가능한 영업장을 뜻한다(한상린 등, 2015). 정기시장은

계절적 혹은 정기적으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규정한 일

정 구역 내 모여 물건을교환 및 매매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

한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이철성 등, 2017). 이때 상

품거래의 발생 빈도가 연속적 혹은 정기적이거나 매일 반복되

느냐에 따라 상설시장혹은 정기시장으로 나뉘게 된다.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전통시장은 경제

적․사회적 요구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용역 및

상품의 거래가 상호 간의신뢰를 기반으로 고전적 방식으로 형

성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우주희, 2008; 양지애, 2010).

전통시장을 소비자의 구매형태로 구분하면 근린형 시장, 지

역형 시장, 광역형 또는 초광역형 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지역형 혹은 근린형 시장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각 유형의 전통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변

화하며, 그 영향의 정도는 그림 1과 같이 서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린형시장이 지역과 가장 밀접하므로 지

역적 특성의 파급력이 가장크며, 초광역형시장은 다른시장보

다 지역 특성의 영향을 비교적 가장 적게 받는 것이다.

또한,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상업화 그리고 국가 차원

표 1. 전통시장의 기준과 유형

구분

Category

기준

Standards

종류

Type

개설주기별

Opening� period

시장법(1961),� 개정시장법(1981),�도소매진흥법(1980)

Market� Act(1961),� Amended�Market� Act(1981),

Wholesale� and� Retail� Promotion� Act(1980)

상설시장,�정기시장

Permanent� market,� periodic� market

등록여부별

Registration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2004)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ketplaces� and� Shopping� Districts(2004)

등록시장,�인정시장,�기타시장

Registered� market,� recognized�market,�

other� markets

취급상품별

Handling� products

법적근거가�있지�않음.

No� legal� ground

일반시장,�전문시장

General� market,� specialized� market

기타분류

Other� classifications

시장�소유자별

By�market� owner

법인시장,�개인시장,�공설시장,�공동개설시장

Corporate� market,� private�market,� public� market,

common�market

상권크기별

By� business� district� size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시장,� 근린생활

형시장

Large� market� with� full� authority� in� business� district,�

central�market� in� wide� area� business� district,� small� and�

medium-sized�market,� neighborhood� living� type�market

시장형태별

By�market� type

상가건물형시장,�노점형시장,�장옥형시장,�상가주택복합형시장

Shopping� building� type�market,� street� stall� type�market,�

Jangok-type� market,� shopping� and� housing� complex�

market

이용자의�구매형태별

By� purchasing� type� of� users

근린형시장,�지역형시장,�광역형시장,�초광역형시장

Neighborhood� market,� local� market,� wide-area� market,�

ultra-wide�market

자료:�양지애(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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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바가크다. 특히, 전통시장은 도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혁신, 생산능력, 정보, 정치, 사회,

종교등의 구심점이 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역할을 성실

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은 지역 기업

과 연계되어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지자치단체의 지역 공동

체의 이익추구와 거버넌스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생적 운

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전통시장

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문화 생성이 가능하게

되며, 대도시 내교환성, 생산성, 혁신성, 판매성 등이 창출되어

지역 자치단체의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

2) 입체녹화의 개념 및 효과
현대도시의 토지이용의 변화, 도시 안의 여러건축물들의건

설 및 건축물들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큰 환경적 부하를 가져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건축물 그리고 도시 안의 콘크리트

표면을 식물로 덮고, 일사를 막는 것은 환경부하를 낮추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안의 점적인 녹지공간을 녹지네트워

크측면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시 안의 녹지공간의 통합적 관리

가 가능한 녹화개념이 요구된다고 보여지며,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이 개념을 입체녹화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입면이란 건축물의 벽면, 담장, 방음벽, 콘크리트

응벽, 교각, 하천의수직호안등을말하며, 녹화란주어진환경에

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다(송영배, 2002).

특히 녹화란인위적인 녹지재생의 행위로써 식물 생욕이불가

능한 조건이라 하여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녹지를 조성할 수 있

도록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따라서 입체녹화란 인공구조물의

수직 또는 사면에 인공적인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뜻한다(신경

선과김원필, 2016). 즉, 입체녹화란건축물에 녹화하는 방법을

일컫는 것을 말하며, 도심의 녹지 확보와 도시환경 개선, 생물

의 다양성 증진,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의 효과성이 있다(백지

원과 정강화, 2011).

입체녹화는 도시공원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시의 중심부에서열전도율이 큰건물 외벽에 축열된열로 인

한 도시 중심의 열섬현상 방지 대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입체녹화는 제한된 도시에서 지가가 높은 토지의 효율

적 활용을 위해 생겨난 공원의 한 형태로 다양한 이들의 사용

을 목적으로 하며, 이벤트, 대화 및휴식, 기다림, 놀이, 감상 등

과 같이 여러 용도를 지닌 장소이다.

입체녹화의 효과는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들 수 있으

며, 먼저환경적 측면으로는 주변 환경개선효과와 도시환경 개

선효과 등의 2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건물의 노화방지적인 효과와 실내온도에 따르는 실내 환경개

선에 의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생태적인 효과

를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김경일 등, 2006).

3) 전통시장의 입체녹화화 서비스 품질
미국마케팅협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960)에

서 정의한 서비스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공되는 준비된

활동, 편익, 만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Stanton(1981)은 ‘서비

스란 소비자나 업무상의 이용자에게 판매될 경우 욕망에 대한

만족을 가져오는 무형의 활동이며, 반드시 유형재나 다른서비

스의 판매자와는 결합되지 않는 독립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Zeithaml(1981)와 Zeithaml et al.(1985)의

연구에서 무형성(intangility), 소멸성(perishability), 비분리성

(inseparability), 이질성(heterogeneity) 등과 같이 유형의 제품

과 비교되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김용

만, 2003).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Zeithaml et al.(1988)은 서비

스의품질을 ‘서비스의 통합적인 우월성에 관한 고객평가’라고

하면서, 제공서비스는 고객이 지각하는 품질로 평가된다고 정

의하였다. 그러나 서비스가 지닌 네 가지 특성인 무형성, 소멸

성, 비분리성, 이질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품질을 객관적인 측

면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구영애등, 2011). 서비스품

질에 대한 측정은 Parasuraman et al.(1985, 이후 PZB로 표기)

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구성차원과 개념을 구분하면서 단계적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고객의 기대와 지각 간의 차이에

대한 평가로 서비스 품질을 정의하였다. PZB(1985)의 연구에

서는 서비스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품질 측

정 모형(SERVQUAL)을 개발하였으며, 서비스품질의 측정요

인은 고객 응대성, 서비스 능력, 예의, 일관성, 접근 가능성, 커

뮤니케이션 능력, 신뢰성, 안정성, 유형설비, 고객욕구의 이해

등열개의 변수이다. 이후 1988년먼저제시한열개의 변수를

공감성, 대응성, 유형성, 신뢰성, 확신성과 같이 다섯가지항목

그림 1. 시장 규모의 크기 및 지역 특성의 영향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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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측정변수로 정정하였다(Parasuraman et al., 1988). Cronin

and Taylor(1992)는 이전 연구의 SERVQUAL 모형은 태도와

만족을 혼동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품질의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성과만으로 서비스 품질측정이

가능한 SERVPERF 모형을 제시하였다(Cronin and Taylor,

1992). SERVPERF 모형과 SERVQUAL을 연구하기 위해 세

탁소, 은행, 해충퇴치업체, 패스트푸드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SERVPERF는 4가지 산업 모두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SERVQUAL은은행과패스트푸드에만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SERVQUAL 구성요인에 관한 연관성 문제도 나타났

다. Parasuraman et al.(1991)은 SERVQUAL의 차원들이 모

두 개별적이라고 가정하였지만, 연관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을 예측하였다. Peter et al.(1993)은 확신성, 반응성, 공감성 간

의중복성이높다고하였다. Parasuraman et al.(1991)과 Spreng

and Singh(1993)는 확신성과 반응성 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고 제시하였다. 이에 서비스를 무형적 요인과 유형적 요인으로

만 나누어 2가지 접근방식으로 수정되었다. Boldgett and

Wakefield(1999)는 서비스 품질과 유형성이 고객의 행동의도

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SERVQUAL의 다섯가지 차

원 중 유형성을 유형적 요인으로, 공감성, 반응성, 신뢰성, 확신

성을 무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품질의 개념을 규정하

였다. Reimer and Kuehn(2005)은 무형성과 유형성 차원 간의

관계가 통합적인 서비스의 품질에 주는 영향성을 비교하면서,

Wakefield and Boldgett(1999)이 제시한 두 가지 요인 접근방

식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문규 등(2000)의 연

구를 살펴보면 서비스의 질을종업원의 감정과신뢰성 등을 포

함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서비스와 가격을 포함하는 비 인적

서비스로 분류하여 소매점의 형태에 따른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서비스의 품질측정을 위한 여러 방식이 제시되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에 관한 구성요인이 일반화 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항목의 중복성과 측정 한계에 따른 신뢰성 등의 문제로

연구자들의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서원석등, 2007).

PZB(1985, 1988)가 제시한 SERVQUAL 모형을 모든 산업의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Buttle(1996)은 서비스 품질의 구성차원은 서비스 분

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ZB(1988)가 제시한 서비스품질 측정 요소를 활용하여 전통

시장의 입체녹화화를 위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의품

질 구성항목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녹화의 서비스품질로볼수 있는 유형에

대해 이재호와 진상윤(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심리적, 물리

적, 다양성, 기능적, 안정성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유형

으로는 입체녹화 내 식당과 상품점, 어트랙션 대기 공간, 화장

실, 부대시설 및 실내 조형물 등에 대한 내적 특성을 들 수 있

으며, 물질적 유형으로는 입체녹화의 내부와 외부의 인테리어,

건물과 공원의 일체적 조화, 조형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양성 유형으로는 입체녹화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 행사, 문

화 프로그램, 자율적 문화 행사, 배경음악 등으로 분류할 수 있

으며, 기능적 유형으로는 입체녹화를 유지하고 가동하는 직원

에 대한 전반한 행동과 입체녹화 내의 시설에 대한 정보안내

표지, 정보 시설배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정

성 유형으로는 입체녹화 내부와 외부의 주간 및야간 조명시설,

내부와 외부의 차량 통제 정도, 보행 속도, 소음, 방문자 수의

통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물리적 환경에서의 의사결정
물리적 환경이란 고객 주위에 형성된 공간적인 조건을 뜻하

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감각기관에 의해 소비자의 지

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자는 지각된 소비환경 내에서

다수의 의사결정을 통해 구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에

게얼마나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 가능한지에 따라 고객

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정희, 2002).

서비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이유재와 김우철(1998)은 ‘기

업이 소비자와종업원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세부적이고 물

리적인 요건들을 의미하며, 실내장식, 시설물, 로고, 색상, 음악,

조명 등을 포함하여 정의된다’고 하였다. Bitner(1992)는 물리

적 환경의 정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사회적․자연적 환경과 비교

되는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물리적 환경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은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총합으로

인하여 인식에 대한 기대치가 생성되며, 인식은 소단위로 나뉘

면 인식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의 이미지로

봐야한다(Schiffman, 2001). 즉, Lin(2004)과 Schiffman(2001)

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평가는 환경을 수용하는 요소들의총합

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구성에 대한 인지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의 입체녹화화를 위한 물리

적 환경의 내용을 포함하는 요소들에 대해 전통시장의 입체녹

화화를 위한 필요요소에 대해 고객의 경험적 감정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는 과

정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5) 입체녹화 활성화의 행동의도
지역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활성화’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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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정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계획적 접근을 시도하지만,

대다수의 학술적 연구에서는 활성화의 개념에 관한 명료한 해

석을 내놓지 못한 채 지역을 판단하고 있어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김흥순, 2010). 이러한 이유로 도시 내 공간 및

지역 활성화 연구에서는 활성과의 개념적인 부분을 사회적 공

감이 미흡한 가치중립적인 개념을 취하고 있다(정지희, 2007;

이찬, 2008).

활성화의 사전적 의미는 기능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도시 및 건축분야에서는 쇠퇴한 지역의 기능적인

부분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로 새로운 활력 혹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은욱(2002)의 연구에

서는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을 통하여 물리적 환경이잘정비되

는 것을 활성화로 규정짓고 있으며, 김흥순(2010)의 연구에서

는 인구가 물리적 환경을 통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활성화는 지역의 지가를 경제적 측면으로 보

고 건물과 보행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모습을 물리적 측면, 보

행량을 인간 활동 측면, 건물의 기능과 용도의 다양성 측면, 건

물과 환경이 조합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 보행자가 기대하는 인

지 감정을 이미지 측면으로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행동의도에 대해서는 기대정도에 대한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수로 볼 수 있는데, 입체녹화화에 대한 행동의

도에 대해서는 Ajzen and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

론(Theory of Planned Ac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태도

가 행동 유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태도를 알면 기

대정도에 따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정도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

동이론은 기대정도를 유발시키는 심리적 상태와 태도가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 사이에 행동의도가 중재하는 역

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 행동의도는 개인의 기

대정도에 대한 마음과 기대정도를 바탕으로 하여 특정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 혹은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대상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기대

정도에 따른 여러 형태의 행동현상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jzen and Fishbein, 1980).

이러한 행동의도는 전통시장의 입체녹화화에 대한 기대정도

와 이에 따른 인식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

으며, 행동의도의긍정적인 기대감과 태도는 어떤 행동을 수행

하려는 의도가 긍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Ajzen and Fishbein(1980)의 이성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통해 실제행동과 행동의도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서의 행위의도는 이용행위를 직접인 결정을 하는 요인으로 인

식된다고 볼수 있으며, 이미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최

자영과 김경자, 2003; 김기영과 강진희, 2016; Montano and

Kasprzyk, 2015; Fu and Juan, 2017).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H1. 입체녹화 활성화 요인은 기대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입체녹화 활성화 기대감은 활성화 인식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3. 입체녹화 활성화 요인은 활성화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그림 2).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 분석의 대상은 서울 도심부에 위치하며, 최근 다양

한 활성화로 인해 국내 이용자는 물론 많은 외국 관광객이 선

호하고, 도심 상권에 활력을 주고 있는 전통시장을 분석대상으

로 한다.

본 연구는 도시 공간 내 위치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입체

녹화화를 통한 근린생활권 근린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의 입체녹화화를 위한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지는 선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개정 2015. 11. 20)에 따라 판매, 구매자 간에

거래가 행해지는 구체적인 공간혹은 시설]에 의해 구별된 시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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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형태적 유형에 대해 노후화가 진행된 80년대 전통시장 유

형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위치적 조건

으로는 도심부의 주거환경 반경 1km 내에 위치한 시장, 둘째,

기능적 조건으로는 그린인프라 활성화 연구 대상의 경우, 시

장의 취급상품별 분류기준에서 일반시장으로 한정, 마지막으

로 규모의 조건으로는 연구결과에 의한 적용성과 확장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하여 대형규모의 시장 그리고 전국상권

크기로 선정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선

정하기 위해 2016년 기준 서울시에 위치한 330개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중 일반시장의 경우 영등포시장과 광장

시장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의 공간 변화가 가능한 남대문시장과 방산시장을 선정

하였다(표 2).

설문조사는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약 4주에 걸

쳐 무선 표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55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548부(99.6%)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자료로 사용하

기 어렵다고 판단된 설문지 33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사용

한 설문지는 총 515부(93.9%)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2.0과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가

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여 측정항목의 개

념타당성, 수렴타당성 및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변

수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

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1)입체녹화 활성화 요인
입체녹화 활성화 요인은 PZB(1988)의 서비스 품질 유형을

기반으로 이재호와 진상윤(2014)이 공원 활성화를 위해 개발

한 평가지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전통시장의 입체녹화 활성

화 요인으로 심리적 4문항, 물리적 4문항, 다양성 4문항, 기능

적 4문항, 안정성 유형 4문항으로 총 20문항이며, 척도의 측정

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5점)’으로

측정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신뢰척

도의 신뢰도 계수는 심리적 0.770, 물리적 0.774, 다양성 0.865,

기능적 0.900, 안정성 0.856, 전체 신뢰도 0.926으로 나타났다.

2)기대감
기대감 요인은 정대승(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권수현(2014)이 수정 및 보완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

항목으로는 경제적 발전 1문항, 사회․문화적 발전 1문항, 환경

적 발전 1문항으로 총 3문항이며, 척도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대감척도의신뢰도 계수는

0.798로 나타났다.

3)활성화
전통시장의 입체녹화 활성화 요인은 권수현(2014) 및 이종열

표 2. 분류기준을 통해 선별된 전통시장

시장명

Market� name

면적

Area(m2)

자치구

borough

상권크기

Commercial� size

시장규모

Market� size

영등포시장

Yeongdeungpo�market
3,637

영등포구

Yeongdeungpo-gu�

전국상권

Nationwide

대형시장

Large

광장시장

Gwangjang�market
9,920

종로구

Jongno-gu

전국상권

Nationwide

대형시장

Large

남대문시장

Namdaemun�market
64,612

중구

Jung-gu

전국상권

Nationwide

대형시장

Large

방산시장

Bangsan�market
74.623

중구

Jung-gu

전국상권

Nationwide

대형시장

Large

까치산시장

Kkachisan�market
13,385

강서구

Gangseo-gu

지역상권

Local

중형시장

Medium

방이시장

Bang-i� market
14,759

송파구

Songpa-gu

지역상권

Local

중형시장

Medium

동원골목시장

Dongwon� alley� market
19,235

중량구

Jungnang-gu

지역상권

Local

중형시장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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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김수훈(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

여사용하였다. 설문항목으로는이용의사, 참여의사, 신뢰정도등

으로 총 3문항이며, 척도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그렇다(5점)’으로측정하는 5점리커트척도로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성화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0.788로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전통시장이용자의성별분석결과, 남성 51.1%

(263명), 여성 48.9%(252명)로 확인되었으며, 연령으로는 20대

8.2%(42명), 30대 14.4%(74명), 40대 19.8%(102명), 50대 33.2%

(171명), 60대 이상 24.5%(126명)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방문

횟수로는월 1회 이하가 1.9%(10명), 월 1∼2회 27.0%(139명),

월 3∼4회 26.4%(140명), 매주 1회 27.2%(140명), 매주 2회 이

상 17.5%(90명)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방문시간대에 대한 응답

으로는오전(9시∼12시) 20.0%(103명), 점심(12시∼13시) 14.4%

(74명), 오후(13시∼18시) 27.6%(142명), 야간(20시이후) 25.8%

(133명), 시간에 관계없이 12.2%(63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으로는 사무관리직 21.4%(110명), 공무원 10.1%(52명),

생산/기능직 16.5%(85명), 판매/서비스직 15.7%(81명), 전문

직 13.2%(68명), 자영업 7.8%(40명), 주부 8.7%(45명), 학생

6.6%(34명)로 나타났다.

Ⅲ. 결과 및 고찰

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인 심리적, 물리

적, 다양성, 기능적, 안정성 유형, 기대감, 활성화 인식 요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신뢰도 분석 결과, 각 요인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신뢰도값이 각각 기준치인 0.7 이상, 0.5 이

상으로나타나모든 측정도구에 대한내적일관성을확인하였다.

표 3과 같이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

모형의 변수에 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고, 표

4와 같이 요인부하량(λ)의값이 요인분석 결과, 0.635∼0.960으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델적합도

χ2(p) df RMR GFI AGFI IFI CFI RMSEA

917.749

(p=0.000)
278 0.033 0.884 0.853 0.919 0.918 0.067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Path
S.Tβ S.E. t-value

개념신뢰도

Concept�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지수

AVE
Cronbach’s� α

심리적�요인

Psychological

→ PC� 1 0.649 Fix -

0.863 0.612 0.770
→ PC� 2 0.649 0.091 12.016

→ PC� 3 0.683 0.090 12.486

→ PC� 4 0.724 0.093 13.018

물질적�요인

Physical

→ PS� 1 0.635 Fix -

0.87 0.627 0.774
→ PS� 2 0.737 0.099 13.049

→ PS� 3 0.672 0.089 12.225

→ PS� 4 0.680 0.089 12.329

다양성

Diversity

→ DV� 1 0.648 Fix -

0.923 0.754 0.865
→ DV� 2 0.833 0.083 15.950

→ DV� 3 0.754 0.078 14.754

→ DV� 4 0.931 0.087 16.994

기능적�요인

Functional

→ FT� 1 0.669 Fix -

0.943 0.807 0.900
→ FT� 2 0.888 0.073 17.942

→ FT� 3 0.820 0.075 16.783

→ FT� 4 0.960 0.077 18.870



최재현 : 도시 전통시장의 입체녹화 도입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행동에 대한 연구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3호(2021년 9월)� � 263

로 나타남으로써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인 심리적, 물리적, 다양성,

기능적, 안정성 유형, 기대감, 활성화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인 심리적, 물리적, 다양성, 기능적, 안

정성, 기대감, 활성화 인식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

대감과 활성화 인식은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 중 안정성과 정적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각각 62.0%,

67.8%로 확인되었다. 기대감과 상관이 두 번째로 높은 전통시

장 활성화 요인으로는 다양성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8.0%

이며, 활성화 인식과 상관이 세 번째로 높은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으로는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0.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

에 문제가 없고, 각 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χ2, GFI, A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

과(표 7), 기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으로는물리적(β=0.305, p<0.001), 심리적(β=0.212, p<0.01),
기능적(β=0.191, p<0.01), 안정성(β=0.164, p<0.05), 다양성(β

=0.161, p<0.05)으로 나타났으며, 활성화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으로는 심리적(β=0.231,

p<0.001), 안정성(β=0.196, p<0.01), 물리적(β=0.171, p<0.05),

표 5. 상관분석

1 2 3 4 5 6 7

1 1 　 　 　 　 　 　

2 0.490** 1 　 　 　 　 　

3 0.434** 0.554** 1 　 　 　 　

4 0.425** 0.489** 0.549** 1 　 　 　

5 0.611** 0.572** 0.544** 0.531** 1 　 　

6 0.537** 0.588** 0.580** 0.573** 0.620** 1 　

7 0.608** 0.606** 0.550** 0.486** 0.678** 0.685** 1

1∼5,� 활성화� 요인:� 1,� 심리적� 요인;� 2,� 물질적� 요인;� 3,� 다양성;� 4,�

기능적�요인;� 5,� 안정성;� 6,� 기대감;� 7,� 활성화�인식.
**� p<0.01.

표 6. 연구모형 모형적합도

χ2(p) df GFI A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917.749

(p=0.000)
278 0.884 0.853 0.918 0.887 0.919 0.904 0.033 0.067

표 4. 계속

경로

Path
S.Tβ S.E. t-value

개념신뢰도

Concept�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지수

AVE
Cronbach’s� α

안정성

Stability

→ SB� 1 0.821 Fix -

0.923 0.751 0.856
→ SB� 2 0.673 0.053 16.444

→ SB� 3 0.913 0.047 24.313

→ SB� 4 0.735 0.052 18.434

기대감

Expectation

→ EXP� 1 0.738 Fix -

0.879 0.707 0.798→ EXP� 2 0.758 0.064 16.218

→ EXP� 3 0.765 0.065 16.374

활성화�인식

Activation�

→ ACV� 1 0.767 Fix -

0.873 0.696 0.788→ ACV� 2 0.746 0.057 16.826

→ ACV� 3 0.716 0.056 16.104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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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β=0.098, p<0.05)으로 나타났다. 도한 기대감은 활성화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493,

p<0.001).
다음 표 8은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인 심리적, 물리적, 다양

성, 기능적, 안정성과 활성화 인식의 관계에서 기대감의 간접효

과 검정을 위한 분석결과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인 심리적,

물리적, 다양성, 기능적, 안정성과 활성화 인식의 관계에서 기

대감에 대한 간접효과는 p<0.05의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인 심리적, 물리적, 다

양성, 기능적, 안정성과 활성화 인식의 관계에서 기대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기대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인 심리적, 물리적, 다양

성, 기능적, 안정성과 활성화 인식의 관계에서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전통시장은 한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는 복합 상업공간

으로 한 지역의 대표적인 상업공간이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활

성화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화와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을대상으로하여입체녹화가도입됨으로써시설개선과같은 물

리적정비요소중어떤요소들이입체녹화에대한 기대감과활

성화인식에 더큰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실증분석을하고자

한다. 즉, 도시공간 내 위치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입체녹화화

를 통한 근린생활권 근린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의 입체

녹화화를 위한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 도심부에 위치하며, 최근 여러 형태의 활성

화 요인으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

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도심부 상권에 활력을불어넣고 있는 전

통시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1월 28일부터 2

표 7. 연구가설에 대한 구조방정식 결과

가설

Hypothesis
S.Tβ S.E. C.R. p Sig.

심리적�요인

Psychological
→

기대감

Expectation

0.212 0.082 3.078** 0.002 Sig.

물질적�요인

Physical
→ 0.305 0.087 4.246*** 0.000 Sig.

다양성

Diversity
→ 0.161 0.058 3.071** 0.002 Sig.

기능적�요인

Functional
→ 0.191 0.050 4.053*** 0.000 Sig.

안정성

Stability
→ 0.164 0.059 2.587** 0.010 Sig.

심리적�요인

Psychological
→

활성화�인식

Activation

recognition

0.231 0.086 3.441*** 0.000 Sig.

물질적�요인

Physical
→ 0.171 0.092 2.416** 0.016 Sig.

다양성

Diversity
→ 0.022 0.058 0.442 0.658 No� Sig

기능적�요인

Functional
→ 0.098 0.051 2.177* 0.029 Sig.

안정성

Stability
→ 0.196 0.059 3.289** 0.001 Sig.

기대감

Expectation
→

활성화�인식

Activation

recognition

0.493 0.095 5.576*** 0.000 Sig.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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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실시되었고, 총 515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인 심리적, 물리적, 다양성, 기능

적, 안정성, 기대감, 활성화 인식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전통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 중 안정

성, 물리적, 다양성, 기능적, 심리적 요인 순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화 인식은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

중 안정성, 다양성, 심리적, 물질적, 기능적 요인 순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으로는 물리적, 심리적, 기능적, 안정성, 다양성 순으로 나

타났으며, 활성화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으로는 심리적, 안정성, 물리적, 기능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감은 활성화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재호와 진상윤(2014)의 결

과에서처럼 도시공원의 활성화 요인으로 심리적, 물리적, 다양

성, 기능적, 안정성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일맥상

통한다. 또한 전통시장의 사회․문화적․환경적 발전을 위해서

는 전통시장의 물리적 환경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연구

(김정희, 2002; 정은욱, 200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인 심리적, 물리적, 다양성, 기능

적, 안정성과 활성화 인식의 관계에서 기대감의 간접효과 검정

을 위한 분석결과,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인 심리적, 물리적, 다

양성, 기능적, 안정성과 활성화 인식의 관계에서 기대감의 간접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bel-test 결과 기대감

은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과 활성화 인식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요건으로 심리적, 물리적, 다양성, 기능적, 안정성 요인이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사회․문화적․환경적 발전을 위

한 기대감이 향상될수록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인식이 더욱

증폭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기영과 강진희, 2016). 따라서 한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와 직접

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권수현, 2014).

본 연구는 전통시장에 입체녹화를 적용하여 궁극적인 목표

인 활성화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

하고, 더불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재조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

으로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종합적 진단 방안을 제시하

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시장의 기대감과 활성화 증대를 위

해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표 8. 기대감의 간접효과

독립변수

Independant

variable

종속변수

Dependant

variable

직접효과

Direct� effect

간접효과

Indirect� effect

총효과

Total� effect

경로

Path
p

경로

Path
p

경로

Path
p

심리적�요인

Psychological

활성화�인식

Activation

recognition

0.231 0.000 0.094 0.006 0.325 0.000

물질적�요인

Physical
0.171 0.016 0.150 0.004 0.321 0.000

다양성

Diversity
0.022 0.658 0.080 0.010 0.102 0.005

기능적�요인

Functional
0.098 0.029 0.105 0.005 0.203 0.000

안정성

Stability
0.196 0.001 0.079 0.009 0.275 0.000

표 9. 기대감의 Sobel-test 결과

독립변수

Independant

variable

종속변수

Dependa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심리적�요인

Psychological

활성화�인식

Activation

recognition

2.696 0.007

물질적�요인

Physical
3.686 0.000

다양성

Diversity
2.685 0.007

기능적�요인

Functional
3.266 0.001

안정성

Stability
2.33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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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입체녹화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보니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의 기준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대상지를 선별

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시장은 서울시내에 국한된 대상지로

써 전국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 선

정을좀더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심층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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