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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
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은 가상공간(Cyber-
space)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을 형성하였고, 

인터넷망의 빠른 보급은 가상공간의 확대를 가져

왔다. 인터넷 가상공간은 별도의 자격 없이 인터

넷 망을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누

구나 정보를 게시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이 제공

하는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보

편화는 많은 사람들을 가상공간으로 불러들였고 

가상공간은 또 하나의 정보교환과 소통의 공간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가상공간에서 제공되는 다

양한 정보와 인터넷 사용자 간의 정보교환과 소

통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들의 행태

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경제, 산업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rook and Boal, 
1995). 

우리나라는 1982년 국내인터넷망 구축을 시작

으로 단기간 내에 최신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5권 제2호 2012(206~227)

지역에 대한 인터넷 블로그 정보와 지역 경제경관의 변화  

-
 

서울 북촌을 사례로
 

-

이금숙*·서위연**·채지민**

이 논문은 2010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생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가상공간과 물리적 실재공간 사이의 상호작

용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상공간의 하나인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지는 실재공간 서울 북

촌에 대한 정보와 이 지역 경제경관 변화의 관계성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인터넷 블로그의 게시물 수 및 

정보 검색 수와 북촌지역의 경제경관 변화를 주도하는 음식점 개점수의 변화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설

문조사를 통하여 북촌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경로와 정보 검색 후 실제 지역 방문으로 이어 지어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행

태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가상공간과 실재공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매우 명백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 실재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상공간을 통해 얻고 있으며, 가상공간에서 취득한 정보는 물리적 실재공간 방

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상대적으로 잘 다루고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은 젊은 층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취득 경향이 높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와 학생과 사무관리직에서 

그 영향력이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재공간과 가상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가상공간, 실재공간, 인터넷 블로그, 정보의 공급과 수요, 북촌, 경제경관, 정보수집 경로, 상호작용, 개념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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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었다.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시작이었

지만 고정형 무선 광대역 서비스(fixed broadband) 
가입률 세계 4위, 이동형 무선 광대역서비스(Ac-
tive mobile broadband) 가입률 세계 1위를 기록하

고 있으며1), 전자상거래 규모가 약 999조 원(2011
년 기준)에 육박, 인터넷 이용인구가 3,718만 명

(2011년 기준)2)을 돌파하는 등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전국 인터넷 접속률이 

81.8%에 이르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공

간에서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은 정치, 사회, 경

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력

을 가지게 되었다. 

인터넷 사용의 대중화는 실재공간을 직접 방문

하지 않고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실재공

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지역에 대한 새

로운 접근성의 개념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실재

공간에서 접근성은 거리, 이동시간, 교통수단, 비

용 등이 문제가 되지만, 가상공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상관없이 실재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

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물리적 실재공간과 

그 공간에 입지하고 있는 상업시설들에 대한 정보

를 가상공간을 통하여 획득한 후 직접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접근성과 공간에 대한 수

요를 창출하게 되므로 상업시설의 입지 및 실재공

간의 경제경관 형성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Wood, 1991; Daniels, 1993). 따라서 정보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시

설의 입지문제나 경제경관을 다루는 경제지리학 

연구에서 가상공간과 실재공간 사이의 상호작용

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인터넷 가상공간에 관한 연

구는 주로 가상공간의 광고매체로서의 잠재력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광고학, 마케팅학, 언론홍

보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노기영·이미영, 

2005; 권상희·우지수, 2005; 김혜진 외, 2006; 강
태중·황장선, 2006; 신지영·양희종, 2006; 안명

규·류정호, 2007; 박노일, 2008). 최근 들어 인터

넷에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의 장소

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기는 하였지만(홍성구, 

2008), 아직까지 가상공간에서 실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상호작용의 영향이 실재

공간과 가상공간에 나타나는 현상과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공간과 실재공간의 상호작

용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혀 보고자 한다. 특히 개

인이 블로그를 통하여 인터넷 가상공간에 제공하

는 실재공간에 있는 지역의 정보가 다른 사람들의 

장소 방문에 미치는 영향과 그와 더불어 나타나는 

그 지역의 경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존재

하는 가상공간으로 네이버 블로그로 설정하였고, 

실재공간은 지역성이 결합된 소비지역으로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북촌지역을 대상

으로 하였다. 특히 북촌지역 경제경관의 빠른 변

화와 상관성이 높게 보이는 음식점 개점수의 변화

와 인터넷 블로그상에 게시된 이 지역에 대한 정

보 사이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북촌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경로와 실제방

문으로 이어 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행태적 정

보를 수집하였고, 설문조사자료에 대한 교차분석

을 통하여 성별, 연령별, 직업군별 특징을 분석하

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가상공간과 실제공간의 상

호작용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가상공간에서 서울 북촌의 위치

1) 가상공간의 특징

가상공간(cyberspace)은 1984년 William Gibson
의 공상과학소설 ‘Neuromancer’에서 인간의 신경

과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여 합의에 의해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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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

지 및 접근되는 다차원 인공 공간을 지칭하는 것

으로 일반화 되었다. 즉, 가상공간은 컴퓨터통신

망에 의해 형성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공간으로 

이용자 간 실질적인 접촉 없이 합의된 관계를 형

성하고, 인지적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환상

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Kwan, 2001: Takeyama, 
2001). 전통적 지리 공간들 상층에 있어 우리의 직

접적인 감각이 보이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물

리적 공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공간으로 인

식되고 있다(Graham, 1998). 
이러한 가상공간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기존 매

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얼마

든지 자신의 생각과 메시지를 쉽게 전파하고 여

론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미디어에

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개인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등의 1인 개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데, 인터넷을 통한 개인 매체의 성장은 일반 이용

자 개개인을 대중에게 손쉽게 노출시킴으로써 정

보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 등장시켰다. 특히 

1인 미디어 중 ‘블로그’는 ‘웹로그(web-log)’의 줄임

말로 새로 올라오는 글이 제일 앞에 위치하는 일

지 형식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개인의 일기에서 칼

럼, 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12월 최초의 블로그 

사용자들의 모임인 ‘웹로그인코리아(www.wik.
ne.k r)’가 생겨나면서 일반인에게 소개되었고 

2002년 8월 ‘에이블클릭’이 국내 최초로 상업적인 

블로그 플랫폼을 갖추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

만 실질적으로 블로그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고 보

급되는 시기는 대표적인 포털서비스 ‘네이버’가 블

로그 서비스를 시작한 2003년 초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지수, 2004).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포털서비스와 블로그의 결합은 미국에서 시

작된 블로그와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해외에

서 시작된 블로그는 인터넷을 수단으로 한 뉴스 

포스팅과 토론이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블

로그는 한국적인 네티즌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접

목되어 인터넷을 매개로 대인적 상호작용성이 현

저하게 발생하는 가상의 커뮤니티 성격을 띠고 있

으며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

는 공간이 되고 있다(강태중 외, 2006). 또한 우리

나라의 1인 미디어는 포털사이트와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검색 

시 검색 정보와 관련 있는 1인 미디어의 게시물이 

연계되어 검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1인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개인 미디

어를 통해 게시되는 정보가 노출되면서 더 큰 파

급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가상의 개인 미디어를 통해 게시되는 정보는 미

디어 상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공유

되어 가상공간 상에 파급되는데, 그 속도는 물리

적 실재공간상의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빠

르며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게 된다. 현재 우리사

회에서 개인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

인 정보의 파급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

었으며, 특히 20대의 본인 블로그 운영률은 70%

를 넘어섰고(2011년 기준 79.2%), 타인의 블로

그 이용률이 80%를 초과하고 있다(2011년 기준 

87.9%)3). 즉, 1인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신

뢰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정

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가상공간은 물리적 실

재공간이 가지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실제 존재하는 공간은 거리 및 규

모의 제약이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지만, 가상공간은 물리적 

거리의 제약이 없으며 공간의 경계를 설정하기 어

려울 정도로 무한한 공간을 제공하며 더 많은 공

간을 확보하고자 할 때 드는 비용이 없거나 저렴

하다. 가상공간의 이러한 특징은 새로운 접근성 

개념을 만들어 낸다. 실재공간상의 접근성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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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동시간, 교통수단, 비용 등의 문제들로 개

개인마다 차이가 크지만,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공간 상의 접근성은 거의 균등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컴퓨터를 다루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

라 개인과 정보 간의 거리와 취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달라지는 등 새로운 접근성 제약요인이 발생

할 수 있다. 

가상공간의 또 다른 특징은 쌍방향 이라는 것이

다. 이는 블로그 이용자의 주요 이용동기 중 상호

작용성을 포함하는 동기가 이용시간, 방문 수 등

의 블로그 이용 행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다는 연구결과로도 확인되고 있다(박광순·조명

휘, 2004). 표 1은 실재공간인 도시공간과 가상공

간인 전자공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정리한 것

이다(Graham and Marvin, 1996).

2) 가상공간에서 서울 북촌에 대한 정보의 공

급과 수요

고도화된 정보화 시대에 이미 주류 매체로 자리 

잡은 1인 미디어는 정보 접근성의 장애를 허물어 

거리에 상관없이 간접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정

보를 얻을 수 있으며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은 자료

와 함께 게시되면서 더욱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의 대중화는 많은 사람들을 인

터넷 상의 가상공간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서울의 북촌지역은 일반적으로 삼청동과 가회

동을 아우르는 공간적 범위를 일컬으며, 그 입지

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설

정되어 한옥 등 전통적인 경관을 보이는 독특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소성 때문에 북

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이후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상권의 변화가 매

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이경

옥·이금숙, 2006). 따라서 경제경관의 변화와 가

상공간에서 이 지역에 대해 다뤄지는 내용을 확인

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북촌을 사례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공간에서 북촌의 위상에 대

해 알아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의 검색 순위, 

그리고 블로그의 게시물 수를 조사하였다. 포털사

이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은 한 해 동안

의 검색결과를 ‘네이버트랜드연감’을 통해 공개하

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한 해 동안 네이버 포털사이

트를 통해 검색된 단어 중 순위 10,000위까지 선

정하여 15개의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여

기서 북촌은 주로 ‘삼청동’으로 검색되고 있으며, 

표 1. 도시공간과 전자공간의 특징 비교

도시공간의 특징 전자공간의 특징

영토(Territory) 통신망(Network)

고정성(fixity) 유동성(mobility)

시설물 투자의 잠김효과(embeded) 강함 시설물 투자의 잠김효과(embeded) 없음 

물질적(material) 비물질적/정신적(immaterial)

가시적(visible) 비가시적(invisible)

접촉가능(tangible) 접촉불가능성(intangible)

현존(actual) 가상적/추상적(virtual/abstract)

유클리드 공간(euclidean space) 논리적 공간(logical space)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재인용; Graham and Marvi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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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계와 여행 부문이 차지하

는 4.35% 중 국내지역 부문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세계와 여행’ 부문 중 ‘국내지역’ 부문에 

2008년과 2009년 모두 14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2). 
표 2에 나타나는 것처럼 2008년 삼청동은 총 검

색어 중 2,729위에 올랐으며, 2009년에는 2,929
위로 다소 순위가 내려가기는 하였으나 서울에 있

는 지역 중에서는 전통적으로 서울의 대표적 관광

지인 인사동, 명동, 대학로 등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앞 서 있던 청계천

보다도 검색빈도가 높아 서울 지역 내에서는 가장 

많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명이 아닌 특

정 지역 명으로 검색된 경우만을 살펴보면 아침고

요수목원, 동해, 대천해수욕장 다음으로 많이 검

색되고 있는 지역이다. 

2003년 4월 네이버 블로그가 운영된 후부터 

2011년까지 지난 8년 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소

개된 북촌 관련 게시물 수의 추이를 보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2003~2006년까

지의 초반기에는 미미한 증가 수준을 보이던 것이 

2007~2009년까지의 중간단계에 빠른 증가를 보

이고, 2009년 이후 더욱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다.

표 2. 장소에 대한 네이버 검색어 순위

구분 2008년 2009년

순위 검색어 전체검색어 순위 검색어 전체검색어 순위

1 경기도 1,584 부산 783

2 부산 1,633 아침고요수목원 1,798

3 아침고요수목원 1,636 서울 2,000

4 경주 1,744 경기도 2,037

5 대천해수욕장 1,810 동해 2,051

6 서울 1,856 경주 2,085

7 강원도 2,380 강화도 2,600

8 가평 2,401 대천해수욕장 2,615

9 대구 2,407 대구 2,691

10 정동진 2,510 대전 2,777

11 청계천 2,592 가평 2,811

12 대전 2,608 인천 2,837

13 동해 2,679 강원도 2,919

14 삼청동 2,729 삼청동 2,929

15 인사동 2,799 인사동 2,942

： ： ： ： ：

17 명동 3,293 청계천 3,324

18 대학로 3,646 명동 3,32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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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북촌지역의 특징과 

경제경관의 변화 

1) 서울 북촌지역의 특징

서울의 북촌은 경복궁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

한 지역을 지칭하는데, 조선시대에는 궁궐과 가까

워 육조관아에 근무하던 관리와 세도가들의 거주

지역이였으며, 1920년대 후반부터 한옥 군락이 형

성되었다. 이처럼 옛 왕조의 권력과 생활의 중심

공간이었던 북촌은 서울 도심 내의 다른 지역들이 

전면적인 개발과정을 거쳐 오면서 과거 모습을 잃

어버리게 된데 반하여 옛 궁궐들 사이에 위치하고 

주변에 청와대가 있다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오

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면서, 개발을 피

해 옛 경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말 부터 이 지역에 갤러리가 입지하면

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북촌가꾸기 사업’ 등에 힘입

어 한옥, 갤러리 등 전통적인 관광 요소와 더불어 

음식점과 다양한 소매점 등이 입지하게 되면서 이 

지역은 한옥과 조선시대의 문화유산으로 전통적

인 경관과 현대 문화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간의 층과 풍부한 이야기를 지닌 복합문화공간

의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이경옥·이금숙, 2006). 

북촌지역은 이러한 독특한 장소성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날로 높아지는 사람들의 문화적 소

비성향(Scott, 1997)과 결합되면서 2000년 이후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이 방문하면서 다양한 소매점과 음식점들이 들어

서고 있어 경제경관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

고 있는 지역이다. 

북촌지역의 빠른 경제경관 변화는 상주인구수

의 변화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다음 표 3은 

북촌지역의 인구변화를 서울시와 종로구와 비교

하여 나타낸 것이다. 삼청동과 가회동의 상주인구

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서울시와 종로구의 인구 감소율보다 더 큰 폭

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이 서울시와 종

로구 평균보다도 더 빠르게 상업지구로 변모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림 1. 네이버 블로그 북촌 게시물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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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촌 경제경관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이 유동인구를 끌어들

이며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업종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음식점업의 양적 증가

와 공간적 확산을 통해 물리적 실재공간인 북촌지

역의 경제경관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

악해 보고자 한다. 그림 2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 지난 40여년 간 북촌지역의 음식점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80년대 초 까지 이 지역

은 주거기능이 강하고 음식점은 거의 입지하지 않

았으나, 그 이후 가회동 쪽으로 현대 등 대기업 사

옥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음식점 개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 까지는 이 지역 전체에 음

식점은 38개 업소만이 입지해 있었으나, 1990년
대 들어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음식점 개점 수가 

표 3. 북촌지역 인구증감 추이

연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명) (%) (명) (%) (명) (%) (명) (%)

1985 9,639,110 - 266,183 - - - - -

1990 10,612,577 10.1 243,255 -8.6 - - - -

1995 10,595,943 -0.2 204,733 -15.8 - - - -

2000 10,373,234 -2.1 188,946 -7.7 5,470 - 7,319 -

2001 10,331,244 -0.4 187,038 -1.0 5,217 -4.6 7,172 -2.0

2002 10,280,523 -0.5 184,224 -1.5 5,015 -3.9 7,025 -2.0

2003 10,276,968 0.0 181,441 -1.5 4,759 -5.1 6,786 -3.4

2004 10,287,847 0.1 178,574 -1.6 4,583 -3.7 6,595 -2.8

2005 10,297,004 0.1 173,861 -2.6 4,365 -4.8 6,404 -2.9

2006 10,356,202 0.6 172,690 -0.7 4,226 -3.2 6,335 -1.1

2007 10,421,782 0.6 173,843 0.7 3,985 -5.7 6,122 -3.4

2008 10,456,034 0.3 179,754 3.4 3,801 -4.6 6,044 -1.3

2009 10,464,051 0.1 177,543 -1.2 3,717 -2.2 5,948 -1.6

2010 10,575,447 1.1 179,362 1.0 3,706 -0.3 5,857 -1.5

2011 10,528,774 -0.4 177,419 -1.1 3,590 -3.1 5,686 -2.9

주: 1) 주민등록인구(외국인 포함).

2) 2011년도는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1) 1985~2010년: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2) 2011년: 종로구청(http://www.jongno.go.kr/)

표 4. 북촌지역 음식점 개점 추이

구분 ~1990 1991~2000 2001~2010 2011

개점 38 114 295 50
누적 38 152 447 497

자료: 종로구청 위생과, 2011년 12월 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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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이후는 더

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표 4). 
북촌지역의 경제경관 변화과정에 나타나는 공

간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삼청동과 가회동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그림 3-1, 3-2). 1980년 

이전까지는 삼청동과 가회동 두 지역 모두 음식점

이 거의 들어서지 않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

다. 1980년대 들어 가회동을 중심으로 음식점 개

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부

터는 가회동은 그 증가 속도가 다소 낮아진 반면, 

삼청동에 음식점 개점이 크게 늘어나 2007년을 기

점으로 삼청동의 누적 음식점 수가 가회동을 앞지

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4a-4f는 북촌지역의 시기별 음식점 

개점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음식점 개점의 

공간적 분포는 북촌지역 경제경관의 변화를 잘 반

영해 주고 있다. 표 5는 음식점 개점을 통해 북촌

지역의 상권형성 시기와 경제적 경관의 변화과정

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북촌지역 음식점 개점 추이 

그림 3-1. 삼청동과 가회동 음식점 개점 추이 비교 그림 3-2. 삼청동과 가회동 누적 음식점 수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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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공간 정보와 실재공간에서의 

활동 사이의 관계성

앞서 가상공간에서의 북촌지역에 대한 정보 수

요와 실재공간상의 경제경관 변화추이를 살펴보

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두 공간 사이에 어떤 관계

가 있으며,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파악하기에는 인터넷 블로그의 운영기

간이 그 다지 길지 않아 시계열적 통계분석으로 

상호 관계성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촌 방문 경험이 있는 일

표5. 음식점 개점으로 본 북촌 상권형성 시기 구분

구분 시기 내용

80년대 이전

(1967~82)
상권 미형성기 

- 한옥 밀집 주거지역

- 청와대, 경복궁 인접지역으로 개발 제한

80년대~90년대 중반

(1983~93)
가회동 상권 형성기 

- 개점입지: 현대사옥 주변지역 

- 입지요인: 직장인 대상의 음식점 개점 

- 장소소비 주체: 인근 직장인 

- 상권특징: 주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음식점 입지

90년대 중반~ 

2000년대 이전

(1994~2000) 

삼청동 상권 형성기 

- 개점입지: 삼청로변, 현대사옥 주변지역

- 입지요인: 건축규제 완화, 갤러리 입지

- 장소소비 주체: 갤러리,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매니아 중심 

- 상권특징

 •삼청동일대가 갤러리 중심의 문화지역으로 주목받기 시작 

 •가회동은 기존 상권을 중심으로 음식점 증가

2000년대~ 

2000년대 후반

(2001~09) 

삼청동 상권 팽창기 

- 개점입지: 삼청로변, 이면도로 

- 입지요인 

 •서울시 북촌가꾸기 사업 시작(2001년)

 •언론, 미디어매체의 발달로 인한 대중화 진행 

 • 특히 1인 미디어(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 발달은 삼청동 상권 팽창을 촉진하

는 요인으로 작용 

- 장소소비 주체: 대중 

- 상권특징 

 •삼청동 장소소비의 대중화

 •독특한 경관, 상점, 음식점 등으로 인해 관광사이트화 

 • 삼청동 전 지역으로 상권의 공간적 확대 

 • 이 시기 가회동은 주춤

2010년대 이후

(2010~현재) 

삼청동·가회동
상권 확장기

- 개점입지: 삼청동 전체, 가회동 북촌로변 

- 입지요인

 •상권의 안정으로 음식점의 개·폐점 활발

 •삼청동 상권 확장으로 가회동 상권 확대

- 장소소비 주체: 대중, 외국인관광객 등 

- 특징

 •경관, 상점, 음식점 등에 있어 북촌만의 특징을 유지하며 발전

 •현대사옥 주변으로 한정되었던 가회동 상권이 북촌로를 따라 확장되기 시작 

 •최근 효자동 등 서촌지역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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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0년대 이전(1967~82년)

(c) 90년대 중반~2000년대 이전(1994~2000년) 

(b) 80년대~90년대 중반(1983~93년)

(d) 2000년대(2001~09년)

(e) 2010년 이후(2010~현재)

그림 4. 북촌지역 음식점 개점 상황

(f)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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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 25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공간의 

정보가 물리적 실재공간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제한적이나마 가상공간과 실재

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계성을 파악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설문조사는 20~50대의 북

촌 방문 경험이 있거나 향후 방문 의사가 있는 일

반인 25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 표 6은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설

문조사에 대한 개요이다.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의 81%가 북촌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방문 빈도는 일 년에 

2~3회의 방문 빈도(53%)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중 일 년에 1회가 21%로 전체의 약 75% 정도가 

일 년에 1회 이상 북촌을 방문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 또한 방문 경험자들의 북촌 최초 방문 시

기는 1995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지만 2008년이 2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고, 2007년 이후 방문한 비율이 전체의 50%이

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그림 6). 
북촌을 방문하는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북

촌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

문에서 44.6%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취

득한다고 응답하였고, 친구 혹은 지인을 통해서

가 37.7%로 나타났다(그림 7). 또한 인터넷 검색

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62.3%가 ‘블로그’

를 참고하며, ‘카페나 클럽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를 참고하는 비율도 21.0%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

람들(83.3%)이 블로그나 카페 등 개인 온라인 커

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상공간 상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8).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취득은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20~30대의 

표 6.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북촌을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향후 방문 의사가 있는 일반인

조사시기 2010년 11월 ~ 12월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표본수 250명4)

조사항목

- 북촌 방문 실태

- 북촌에서의 활동

- 북촌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

- 인터넷 정보가 실제 방문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

그림 5. 방문 빈도 그림 6. 최초 방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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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직과 학생의 경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약 80% 정도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가상공간 상의 정보가 실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인터넷 정보

는 실제 구매나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가상

공간 상의 타인의 의견이 본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고, 방문 행태에 있어 인터넷은 

지역의 정보 취득, 방문 빈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특히 북촌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를 연령, 성별, 

직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검

색과 친구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지만 여성

의 경우, 20대와 30대, 사무관리직과 학생의 경우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한 정보 취득을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남성과 40세 이상

의 경우 친구나 지인을 통한 정보취득이 더 우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 인터넷 정보유형 중

에서도 남녀 모두 블로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며, 특히 여성, 20대, 사무관리직 및 학생집단

에서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표 8).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방문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서 여성의 경우

는 실제 방문경험이 있는 비율이 남성 보다 2배정

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대
와 30대의 연령층과 사무관리직, 학생의 직업군에

서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9). 

그림 7. 북촌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중복응답) 그림 8.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 창구(중복응답) 

그림 9. 인터넷 정보가 실제 방문행태에 미치는 영향 



이금숙·서위연·채지민218

정보취득 경로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

취득 경로에 따른 방문 경험 유무에 대한 교차분

석을 실시한 결과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

티를 통한 인터넷검색을 통해 정보를 접할 경우 

실제 방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

석되어 인터넷 정보는 사람들의 행태에 매우 직

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 10). 또한 인터넷 정보의 유형에 따른 실

제방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에서 ‘블로그’ 

정보의 영향력이 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

표 7. 정보취득 경로에 따른 연령·성별·직업별 교차분석

구분

정보취득 경로

합계
잡지, 책 인터넷 검색 신문, TV

친구 혹은 

지인을 통하여

우연한

기회에
기타

성

별

남
6 49 4 54 9 1 103

3.0% 24.4% 2.0% 26.9% 4.5% 0.5% 51.2%

여
12 69 7 48 6 2 98

6.0% 34.3% 3.5% 23.9% 3.0% 1.0% 48.8%

연

령

별

20세 미만
0 1 0 0 0 1 2

0.0% 0.5% 0.0% 0.0% 0.0% 0.5% 1.0%

20-29세
12 62 5 45 3 1 93

6.0% 30.8% 2.5% 22.4% 1.5% 0.5% 46.3%

30-39세
1 41 3 36 5 1 67

0.5% 20.4% 1.5% 17.9% 2.5% 0.5% 33.3%

40-49세
5 14 3 21 7 0 39

2.5% 7.0% 1.5% 10.4% 3.5% 0.0% 19.4%

직

업

별

전문직
3 15 2 22 7 0 37

1.5% 7.5% 1.0% 10.9% 3.5% 0.0% 18.4%

사무관리직
5 40 2 33 4 1 68

2.5% 19.9% 1.0% 16.4% 2.0% 0.5% 33.8%

판매서비스직
1 2 2 1 1 0 3

0.5% 1.0% 1.0% 0.5% 0.5% 0.0% 1.5%

생산기술직
0 0 1 13 0 0 13

0.0% 0.0% 0.5% 6.5% 0.0% 0.0% 6.5%

자영업
0 1 0 0 0 0 1

0.0% 0.5% 0.0% 0.0% 0.0% 0.0% 0.5%

학생(대학생)
5 43 3 22 3 2 55

2.5% 21.4% 1.5% 10.9% 1.5% 1.0% 27.4%

주부
4 7 1 11 0 0 14

2.0% 3.5% 0.5% 5.5% 0.0% 0.0% 7.0%

기타
0 10 0 0 0 0 10

0.0% 5.0% 0.0% 0.0% 0.0% 0.0% 5.0%

합계
18 118 11 102 15 3 201

9.0% 58.7% 5.5% 50.7% 7.5% 1.5% 100.0%

주: 인터넷 검색은 네이버 블로그, 싸이월드, 다음카페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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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표 11).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재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상공간

을 통해 얻고 있으며, 가상공간에서 취득한 정보

는 물리적 실재공간에서의 방문 행태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특히, 컴퓨

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상대적으로 잘 다루고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은 젊은 층에서 

표 8. 정보 유형에 따른 연령·성별·직업별 교차분석

구분

인터넷 정보 유형

합계
블로그

카페 혹은 클럽 등 

온라인 커뮤니티

음식점, 상점 등의 

홈페이지

정부 혹은 관련기관들

의 홈페이지
기타

성

별

남
55 28 21 9 1 106

23.7% 12.1% 9.1% 3.9% 0.4% 45.7%

여
105 26 7 4 1 126

45.3% 11.2% 3.0% 1.7% 0.4% 54.3%

연

령

별

20세 미만
6 0 0 0 0 6

2.6% 0.0% 0.0% 0.0% 0.0% 2.6%

20-29세
95 8 4 1 0 102

40.9% 3.4% 1.7% 0.4% 0.0% 44.0%

30-39세
37 30 15 10 0 77

15.9% 12.9% 6.5% 4.3% 0.0% 33.2%

40-49세
21 16 9 2 1 45

9.1% 6.9% 3.9% 0.9% 0.4% 19.4%

50세이상
1 0 0 0 1 2

0.4% 0.0% 0.0% 0.0% 0.4% 0.9%

직

업

별

전문직
19 11 16 1 0 39

8.2% 4.7% 6.9% 0.4% 0.0% 16.8%

사무관리직
46 24 7 0 1 70

19.8% 10.3% 3.0% 0.0% 0.4% 30.2%

판매서비스직
5 5 2 0 1 11

2.2% 2.2% 0.9% 0.0% 0.4% 4.7%

생산기술직
9 3 0 0 0 12

3.9% 1.3% 0.0% 0.0% 0.0% 5.2%

자영업
1 1 0 0 0 2

0.4% 0.4% 0.0% 0.0% 0.0% 0.9%

학생(대학생)
71 5 1 1 0 74

30.6% 2.2% 0.4% 0.4% 0.0% 31.9%

주부
8 5 2 2 0 14

3.4% 2.2% 0.9% 0.9% 0.0% 6.0%

기타
1 0 0 9 0 10

0.4% 0.0% 0.0% 3.9% 0.0% 4.3%

합계
160 54 28 13 2 232

69.0% 23.3% 12.1% 5.6% 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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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실제 방문경험에 따른 연령·성별·직업별 교차분석

구분
방문경험

전체
있다 없다

성

별

남

빈도 53 55 108
실제방문 유무의 % 34.2% 67.1% 45.6%

전체 % 22.4% 23.2% 45.6%

여

빈도 102 27 129
실제방문 유무의 % 65.8% 32.9% 54.4%

전체 % 43.0% 11.4% 54.4%

연

령

별

20세미만

빈도 4 2 6
실제방문 유무의 % 2.6% 2.4% 2.5%

전체 % 1.7% 0.8% 2.5%

20-29세

빈도 79 25 104
실제방문 유무의 % 51.0% 30.5% 43.9%

전체 % 33.3% 10.5% 43.9%

30-39세

빈도 49 29 78
실제방문 유무의 % 31.6% 35.4% 32.9%

전체 % 20.7% 12.2% 32.9%

40-49세

빈도 22 25 47
실제방문 유무의 % 14.2% 30.5% 19.8%

전체 % 9.3% 10.5% 19.8%

50세이상

빈도 1 1 2
실제방문 유무의 % 0.6% 1.2% 0.8%

전체 % 0.4% 0.4% 0.8%

직

업

별

전문직

빈도 25 15 40
실제방문 유무의 % 16.1% 18.3% 16.9%

전체 % 10.5% 6.3% 16.9%

사무관리직

빈도 52 20 72
실제방문 유무의 % 33.5% 24.4% 30.4%

전체 % 21.9% 8.4% 30.4%

판매서비스직

빈도 6 5 11
실제방문 유무의 % 3.9% 6.1% 4.6%

전체 % 2.5% 2.1% 4.6%

생산기술직

빈도 0 12 12
실제방문 유무의 % 0.0% 14.6% 5.1%
전체 % 0.0% 5.1% 5.1%

자영업

빈도 1 1 2
실제방문 유무의 % 0.6% 1.2% 0.8%

전체 % 0.4% 0.4% 0.8%

학생(대학생)

빈도 61 15 76
실제방문 유무의 % 39.4% 18.3% 32.1%
전체 % 25.7% 6.3%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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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

나며, 여성의 경우와 학생, 사무관리직의 직업군

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

터넷뿐만 아니라 친구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도 비교적 많지만 실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

은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가 훨씬 큰 것으로 판

구분
방문경험

전체
있다 없다

직

업

별

주부

빈도 9 5 14
실제방문 유무의 % 5.8% 6.1% 5.9%

전체 % 3.8% 2.1% 5.9%

기타

빈도 1 9 10
실제방문 유무의 % 0.6% 11.0% 4.2%

전체 % 0.4% 3.8% 4.2%

전체

빈도 155 82 237
실제방문 유무의 % 100.0% 100.0% 100.0%

전체 % 65.4% 34.6% 100.0%

표 10. 정보취득 경로에 따른 실제 방문경험 교차분석

구분 
방문경험

합계
있다 없다

정보취득

경로

잡지, 책 등을 통하여

총계 15 3 18
실제방문 유무의 % 12.1% 4.5% -

전체 중 % 7.9% 1.6% 9.4%

인터넷 검색

(블로그, 카페, 싸이월드 등)

총계 95 23 118
실제방문 유무의 % 76.6% 34.3% -

전체 중 % 49.7% 12.0% 61.8%

신문, TV
총계 5 5 10
실제방문 유무의 % 4.0% 7.5% -　

전체 중 % 2.6% 2.6% 5.2%

친구 혹은 지인을통해서

총계 55 37 92
실제방문 유무의 % 44.4% 55.2% -　

전체 중 % 28.8% 19.4% 48.2%

우연한 기회에

총계 4 11 15
실제방문 유무의 % 3.2% 16.4% -　

전체 중 % 2.1% 5.8% 7.9%

기타

총계 0 3 3
실제방문 유무의 % 0.0% 4.5% -　

전체 중 % 0.0% 1.6% 1.6%

합계
총계 124 67 191
전체 중 % 64.9% 35.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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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다. 이는 가상공간 상에서 사진과 글 등

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정보의 가시성과 동시에 인

터넷 정보 검색은 필요에 의해 검색될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인터

넷 정보는 수동적 접촉과 능동적 접촉이 가능하므

로 능동적 접촉의 경우 이미 방문 행위를 결정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5. 가상공간과 실재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적 모형

앞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가상공간과 물

리적 실재공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매우 명백하

게 나타났다. 특히 여러 가지 인터넷 정보 유형 가

운데 현재 블로그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블로그상의 특정지역 정보 확대

는 실제 방문 행위에 영향을 주며, 이는 실재 공간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개인 미디어의 운영을 살펴보면 개인의 여행이나 

특정지역 방문경험 등을 사진과 함께 후기 형식으

로 올리는 형식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는 여행

이나 특정지역 방문 예정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사

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별한 목

적 없이 개인 미디어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정

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가상공간 상에서 얻어진 

정보는 실질적인 이동 동기를 부여하여 물리적 실

재공간으로의 이동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

상공간과 물리적 실재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

념적 모형을 정립하였다(그림 10). 
가상공간과 물리적 실재공간의 상호작용은 크

게 다음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실

표 11. 인터넷 정보 유형에 따른 실제 방문경험 교차분석

구분
방문경험

합계
있다 없다

인터넷 정보 

유형

블로그

총계 118 42 160
실제방문 유무의 % 76.1% 54.5% 　

전체 중 % 50.9% 18.1% 69.0%

카페 혹은 클럽 등

온라인커뮤니티

총계 38 16 54
실제방문 유무의 % 24.5% 20.8% 　

전체 중 % 16.4% 6.9% 23.3%

음식점, 상점 등

홈페이지

총계 17 11 28
실제방문 유무의 % 11.0% 14.3% 　

전체 중 % 7.3% 4.7% 12.1%

정부 혹은 관련기관

홈페이지

총계 2 11 13
실제방문 유무의 % 1.3% 14.3% 　

전체 중 % 0.9% 4.7% 5.6%

인터넷 정보 

유형
기타

총계 0 2 2
실제방문 유무의 % 0.0% 2.6% 　

전체 중 % 0.0% 0.9% 0.9%

합계
총계 155 77 232
전체 중 % 66.8% 3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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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간상의 특정지역을 방문한 방문자가 가상공

간에 있는 개인 블로그에 사진 등의 정보를 게시(1
차 정보제공자)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가상공간상의 블로그 방문자(1차 정보수집자)들

이 특정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실재공간

상의 특정지역 방문이 일어나는 단계, 3단계는 특

정지역을 방문한 1차 정보수집자들은 다시 2차 정

보제공자가 되어 가상공간상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서 사이버 공간상에 정보공급이 풍부해지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가상공간

에서 정보를 획득한 많은 사람들이 실재공간을 방

문한 후 다시 가상공간에 정보를 제공하여 계속해

서 2차, 3차, 4차의 정보수집자와 정보제공자들이 

연쇄적으로 생겨나며 실재공간의 방문자 수가 크

게 늘어나고, 따라서 실재공간의 경제경관이 빠르

게 변화해 가는 단계이다.

상품이나 서비스 소비와 연관된 상업적 시설들

이 밀집되어 형성되는 상업지역의 발달은 이를 구

매하거나 소비하려는 고객과의 접근성이 관건이

다. 따라서 상업시설의 입지이론은 초기부터 줄

곧 소비자들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중심변수로 구

성되고 발달하여 왔다(Lösch, 1954: Eroglu and 
Harel,1986; Daniels, 1993; Wrigley and Lowe, 
200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공간

과 실재공간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특정지역을 

방문하는 잠재적 소비자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다

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식 (1)은 위의 개념적 모형

을 근거로 가상공간과 실재공간 사이의 상호 작용

에 대한 동역학적 모형을 최근 새로운 매체로 등

장한 트위터(twitter)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트

윗(tweet)되고 리트윗(retweet)되는 과정이 진행되

면서 형성되는 총 트윗(tweet) 수의 동역학을 기술

그림 10. 가상공간과 실재공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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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형(Kwon et al., 2012)을 원용하여 실재지

역을 방문하는 사람 수에 대한 관계식이다.

Nv(t)=αNv(t-1)+βNc(t)+γNe(t) 식 (1)

즉, 북촌지역의 경제경관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t시점에 북촌지역을 방문

할 총방문자 수 Nw(t)는 그보다 앞 선 시기에 북촌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방문하는 

경우 αNv(t-1)(여기서 Nw(t-1)는 전 시기에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 수 이고, α는 다시 방문할 확률)

과 가상공간에서 이 지역의 정보를 검색하고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 수 βNc(t)(여기서 Nc(t)는 가

상공간에서 이 지역 정보검색자수, β는 정보 검색 

후 실재 방문할 확률), 그리고 지인이나 광고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이지역을 방문하

는 사람 수 γNe(t)(여기서 Ne(t)는 다른 경로로 이 

지역의 정보를 얻는 사람 수, γ는 이들 중 실제 이 

지역을 방문할 확률)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가상공간(블로그)이 

형성된 시기가 짧아 아직은 두 공간 사이의 연관

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이론적 모형은 시점별로 이지역의 총 

방문자수 및 확률 값 α, β, γ값 등을 찾아내기 위하

여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경제경관 변화가 물

리적 실재공간과 가상공간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두 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일어

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 북

촌지역을 대상으로 가상공간상에서 이 지역에 대

한 정보의 수요 및 공급과 물리적 실재공간의 경

제경관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았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공간과 실재공간의 상호작

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가상공간 블로그가 형성

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아 아직 두 공간간의 연

관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설문조

사 결과 응답자의 44.6%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방

문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며, 여성, 20대, 학생, 사

무관리직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

한 가상공간상의 정보가 실제선택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약 80%의 응답자가 실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가상공간과 물리적공

간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

보취득 경로에 따른 실제 방문경험 교차분석 결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사람들의 실제 방문

경험이 여타 유형의 정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가상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실제 방문 행

위에 영향을 주며, 이는 물리적 공간 구조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이 비가시적이라는 점, 가상 정

보를 셀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재공간과의 

상호작용을 명백하게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상공간의 정보를 이용하는 개개인들

의 다양한 행태가 실재공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공간과 실재공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설명하

는 개념적 모형만을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시계열

적 자료가 축적되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가 모아지면 모형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가상공간에서의 정보가 사람들의 일

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가상공간

과 실재공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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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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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Internet Blog Information on the Economic Landscape of 
Real Space: Case Study of Bookchon

Lee, Keumsook* · Seo, Wee-Yeun** · Chae, Ji Min**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teraction mechanisms and processes between cyber space and 
real space. In particular, we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nges on the economic landscape of the 
Bookchon region and the information supply and demand for this area on the Internet Blogs. In order to 
obtain the behavioral data about how people get information for Bookchon area and the reaction after-
ward, we perform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analysis reveal that there are significant connection 
between real space and cyber space, Internet Blog in particular. Internet Blog is the major media obtain-
ing information about Bookchon area for major portion of people. Most people visit Bookchon after 
searching informations about it via Internet Blog. In particular, young generations who possess better 
capability to treat social media. At the same time, female, student, and office workers show these attitudes 
very strongly. We introduce a conceptual model for the interaction processes between cyber space and real 
space based on the survey data analysis, and propose a simple theoretical model for the dynamics of the 
total number of visitors about specific place with the experience of cyber space visit. 

Key Words : cyber space, real space, Internet Blog, Supply of/demand for information, Bookchon, eco-
nomic landscapes, information collection pathes, interaction, conceptual model,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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