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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1) 수성못유원지 장소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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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성못유원지는 대구시민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연간 8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수성못은 1927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된 이후 1967년 수성못과 그 일대를 유원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기반시설 부족과 수
질오염 등으로 유원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다. 2010년 이후 생태복원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산책 
데크 설치,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여 대구시민의 도심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 수성못유원지는 과거와 비교하
여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모습과 역할이 많이 변화하였다. 장소성은 지역만의 특성을 형성시켜 지역경제 발
전과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Lee and Choi, 2011). 장소성 형성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장소 
마케팅의 핵심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성못유원지 생태복
원 사업 이후 방문객의 만족도와 장소성 형성 요인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장소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는 수성못유원지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6일간 진행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55부를 분석하였다. 측정항목은 만족도 4문항, 장소애착 
4문항, 장소기능 4문항, 행동의도 3문항으로 총 15문항이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에 사용한 주요 지표는 CFI, RMSEA이며 CFI는 0.90이상, RMSEA는 0.05 이하일 때 모형이 자료에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10,000회를 하였으며, 간접효과의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장소애착, 장소기능이 행동의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족도는 장소기능과 장소
애착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정적인 여향을 미칠 것이라 가
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만족도와 행
동의도의 관계에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을 매개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Fig. 1과 같이 만족도 
→ 장소기능(β=.577, p<.001, H2), 장소애착 → 행동의도(β
=.450, p<.001, H3) 장소기능 → 행동의도(β=.247, p<0.05, 
H4), 장소기능 → 장소애착(β=.637, p<.001, H6)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만족도 → 장소애착(H1), 만족도 → 행동

의도(H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 → 장소
기능 → 장소애착 → 행동의도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만족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의 이중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H5의 만족도와 행동의도 간
의 직접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을 매개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을 입증하였다. 수성유원지는 장소성에는 장소기능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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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of Suseong la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