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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랜 시간성을 가지고 성장과 쇠퇴를 거듭한 원도심의 중심

가로는 대표적 공공공간으로서 지역민의 사회적 교류의 터전이

자 지역 정체성의 요인이며, 보행으로부터 시작해 다양한 교통

수단이 공존하는 장소이다1). 이러한 중심가로는 도심 중심지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농촌지역 지방정부들은 전체적으로 인

구감소의 현상을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읍소재지 집중화의 현상

을 보이기도 한다2).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 읍소재지의 도시 확

장을 가져오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기존 원도심 

지역은 그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서 주요

한 공공공간이자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Ray Oldenberg, 
1999)가 말한 제3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온 중심가로, 일명 중

앙로3)의 쇠퇴는 읍지역 내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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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09. p.189.
2) 심재헌 외5인, 미래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 정책, 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p.59.
3) '중앙로'란 이름 그대로 해당 도로의 구간이 실제 그 지역의 지리적인 위치상 

황이다. 
이에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읍 지역내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중심가로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개선사업들이 진행되었으나 

가로경관 중심 즉, 시각적 환경 개선 중심의 사업들이 주로 추

진되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볼 수 없다. 
원도심 중심가로의 태생은 보행중심의 가로체계이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공간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성장사회를 거치며 

차량중심의 신도심 출현과 이로 인한 이용 인구의 이동에 따른 

쇠퇴를 막고, 차량중심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보행공간에 대한 

통합 관점의 체계적 개선이 아닌 단순한 물리적 개선을 하는 것

은 분명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원도심 중심가로의 활성화는 유동인구의 확보를 중심으로한 

장소화, 공공공간화가 필요하기에 보행중심의 중심가로 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읍소재지 원도심 중심가

로(중앙로)에 대해 보행중심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읍소재지 중앙로 공간 전반에 걸친 역의 조정 및 개선 방향성

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로환경 개선은 관리 주체인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개별적 사업 추진으로 실제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배제

된 거시적 경관계획, 가시적 효과를 위한 기능적 개선 위주의 

가로개선 사업이라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즉, 보행자나 해당 

중앙인 곳도 있고, 위치상 중앙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곳(도심지역)을 지나는 도로인 경우도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일제강점기에 
붙은 것이다. 일본에서도 '마을 중앙 길'이라는 의미로 '中央通'(주오도리)라는 
이름을 자주 쓰는데(주소/일본) 해방 이후 中央通가 '중앙로'로 바뀐 것이 많다.

   나무위키, 중앙로, https://namu.wiki/w/중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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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상인 등 실제 가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나 의견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하고, 단순히 물리적 기능 개선 

중심으로 계획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보행인구 증가라는 목

표에 대해 지역의 규모나 특색 등 다양한 여건에 따른 근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남도 내 인구 5만명 이하, 농촌형 4개 지

방정부의 읍소재지 중심가로(중앙로)를 대상으로 중심가로 공

간의 물리적 현황을 조사하고, 가로공간의 보행환경 개선방향

과 물리적 구현 수법 등을 토대로 한 이용자 평가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향후 농촌지역 지방정부 원도심의 주요 공공공간

인 중심가로 개선 방향성 설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

구의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조사대상 중심가로의 공공공간은 국토교통부(2014)에서 언

급한 보행, 가로시설물, 건축물 역을 포함한다.  
조사대상 지역은 한국행정연구원(2017) 인구규모별 지방정

부 구분을 활용하여 농촌형(인구 5만 미만)이고, 이상호(2018)
의 보고서 ‘한국의 지방소멸’에서 소멸 위험진입(소멸위험지수 

0.2-0.5미만)에 해당되는 지방정부 중 30위내에 있는(도서지역

을 제외) 전라남도 지방정부의 군청이 위치한 읍소재지 중 중심

가로 정비가 일정부분 이루어진 4개 지방정부인 함평군, 보성

군, 곡성군, 장흥군의 읍소재지를 대상으로 하 고, 그 일반현

황은 다음과 표 1과 같다.

군 인구(명) 읍 면적(㎢,%) 읍 세대수

함평읍 34,100 43.2(10.3) 4,324
강진읍 36,598 50.9(10.2) 6,538
곡성읍 29,624 52.0(9.5) 3,720
보성읍 43,295 49.1(7.4) 4,386

읍 인구

(명,%)
65세 이상 인구

(㎢,%)
행정구역

행정리 법정리

함평읍 8,907(26.1) 2,346(26.3) 40 14
강진읍 14,524(39.7) 3,100(21.3) 41 -
곡성읍 8,217(27.7) 2,186(26.6) 29 14
보성읍 9,625(22.2) 2,274(23.6) 33 10

Table 1. General Status of Survey Target Sites

그리고 조사대상 중심가로에 대해 공간구조로서 공공공간 

입지, 보행 접근 등과 관련된 토지이용, 물리적 보행환경, 보행

관점에서의 가로경관 및 가로변 건축물의 상황에 대한 물리적 

현황을 파악한 후 해당지역 읍소재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4)를 하 다. 

4) 설문조사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 다. 그리고 표본추출은 조사대상 읍소재지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 편의 및 현실적인 이유로 비확률표본 추출방법인 할당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 다. 또한 연구결과의 구성개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즉 조사대상자 선정 시 65세 이상 주민비율을 
일부 제한했고,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부 고령층의 경우 자기기입식 설문에 
의한 응답이 어려워 미리 교육한 조사원이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구분 세부항목

중심
가로
보행

만족도

A1 중심가로변 공간 및 건축물 용도
A2 중심가로와 주변 지역의 보행자 연결
A3 중심가로의 경관 및 환경
A4 중심가로 보행공간과 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
A5 중심가로의 보행공간 및 환경

토지
이용

B1 중심가로 폭과 건물의 크기
B2 중심가로변 주요 공공시설들 위치
B3 중심가로변 다양한 용도의 시설 위치
B4 중심가로변 공원, 휴게공간 위치
B5 중심가로 보행 가능한 거리에 주요 시설 배치

네트
워크

C1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
C2 중심가로로 다양한 경로의 보행 접근이 가능
C3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적정성
C4 보행공간과 녹지 및 휴게공간 연결
C5 자전거 도로 연결

가로
경관

D1 지역특성이 있는 가로환경/경관
D2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 할 수 있는 가로/보행환경
D3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로/보행환경
D4 안전한 가로환경,      D5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
D6 변화감 있는 가로경관, D7 가로의 개방감
D8 잘 정돈된 디자인의 가로 시설물

가로
-건축

E1 가로변 건물 전면공간 활용
E2 보행 행태 및 보행량을 고려한 보도 폭
E3 날씨를 고려한 보행환경(가로수, 차양 등)
E4 가로변 건축물들의 배치
E5 가로에서 건축물의 접근(출입구 위치)
E6 연속성 있는 건축물 형태
E7 다양성과 연속성 있는 건축물 입면
E8 가로변 건축물의 내부 개방감

보행

환경

F1 보행자 이동 편의, F2 교통약자 이동 편의
F3 보행 방해 없는 가로시설물 및 버스정류장 배치
F4 보도연결의 연속성
F5 보도의 포장재질 및 관리상태
F6 보행환경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F7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소음, 진동, 매연 등)
F8 안전한 보행환경,  F9 가로수 식재
F10 가로변 녹지공간, F11 보행을 위한 실질적 유효폭
F12 보행자와 주차 차량 관계

Table 2. Survey content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 내용은 보행관점의 공공공간 개선 방

향과 물리적 구현 방법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 고, 그 

주요 내용은 중심가로 보행만족도(5문항)와 중심가로변 공공시

설과 보행접근 관련 토지이용 만족도(5문항), 중심가로 내 동선 

네트워크 만족도(5문항), 중심가로 가로경관 만족도(6문항), 중
심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 만족도(8문항), 중심가로 보행환경 

만족도(12문항)로 구성하 다. 측정은 리커드 5점 척도를 활용

하 다.
설문대상은 4개 읍소재지 내 이용자들이고, 설문은 해당 읍

소재지에 직접 방문하여 각각 70부씩 총 280부의 설문지를 배

부하 으며, 조사기간은 2020년 1월 3일 ~ 1월 18일까지 약 15
일 간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총 255부를 회수하여, 이 가운데 불

성실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한 245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분석과정은 재구성된 평가항목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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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신뢰성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 으며, 이
를 토대로 구조방정식의 측정모형분석과 제안모형 분석을 실시

하 다. 

2. 이론적 고찰 

국토교통부(2014)는 도로, 시설물, 건축물 등이 통합되어 구

성되는 가로는 도시경관의 중추적인 요소로서 국민의 일상생활

에 큰 향을 미치는 공공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고 가로는 보행

자가 이용하고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환경으로서 가로시설

물 역, 보행 역, 외부공간 역, 건축물 역으로 구성된다

고 하 다. 그리고 가로유형은 가로의 기능과 가로 주변 토지이

용 특성에 따라 구분한 가로의 종류로서 도심상업가로, 복합용

도가로, 근린상업가로, 아파트 단지가로, 저층주거지 가로의 다

섯 가지 유형5)으로 가로에 대한 물리적 정의와 유형구분을 하

다. 하지만 임유경(2015)은 최근의 국내에서의 가로에 대한 

개념은 자동차 중심도로에서 다양한 주체가 함께 이용하는 공

간으로 변화 즉 공유가로 및 통합가로, 이동공간에서 사회적 활

동이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가로로서 다양한 선택적 활동과 사

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쾌적한 가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

구 증대에 따라 인간척도에 맞는 쾌적한 공간 개념으로 변화하

고 있다고 한다.6)라고 장소로서의 가로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이러한 국내외의 가로 개념 변화에 있어 특히, 오성훈(2009)

은 보행량의 정도에 향력이 높은 것은 중심가로의 네트워크 

환경 및 지역 환경요소이고, 이에 비해 가로환경 요소의 향력

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 다. 즉, 가로는 보도의 존재나 폭과 같

은 가로환경 보다는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시설의 양과 같은 네

트워크 환경 및 지역환경이 중요하다 하 다.7)

얀겔(2004)은 공공공간에서 특히 보행 네트워크 개선, 사람

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창출, 보다 활력있고 매력적인 가로경관 

형성 등의 공공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의 효과를 입증8)하기도 

하 다.
특히, 오성훈(2013)은 보행이 편한 도시는 일정의 공공공간

에서 보행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공간구조를 가지며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한 보행중심의 가로망과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야 한다고 하 다. 다시말해 보행중심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보행환경의 기능 개선이 아닌 공공공간 전반

에 걸친 역에서 보행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

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심가로라는 공공공간의 보

행 중심 조정을 위해서는 보행권 내의 가로망과 공공공간 입지

등의 토지이용의 조정, 중심가로 공간의 동선으로서 보행 네트

5) 국토교통부,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2014, p.3-5, pp.117-119.

6) 임유경, 성은 , 임강륜, 사람 중심 가로조성을 위한 도시설계연구, 건축도시공
간연구소, 2015, pp.67-69.

7) 오성훈, 성은 , 보행환경 다면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p.52.

8) 임유경, 고은정, 기성시가지 공공공간 현황진단모형 개발, 건축도시공간연구
소, 2009. pp.17-19.

워크가 보행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기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 가로-건축물

간 관계 재정의, 건축물 전면요소의 개선보행자 관점의 가로경

관 조성 등이 중요하다 하 다.9)

이상의 관련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공공간으로서 중심

가로의 보행 커뮤니티 관점의 개선방향과 물리적 구현 수법 관

련 자료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심가로 보행만족도, 도시 

공간구조 조정과 관련된 토지이용조정, 네트워크 개선(대중교

통체계 포함), 가로-건축물 관계에 대한 가로경관과 가로-건축

물 관계 정의, 보행공간환경으로 구분하 고, 관련 구현 수법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재정리하 다. 
보행환경 관련한 실증적 기존 연구에서는 보행 만족에 대

해 주로 물리적 보행환경과 가로경관 요소에 대해 각각의 직

접 관계 중심으로 연구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심가로라는 

공공공간에 대해 다양한 관련 개선 방향들의 서로 간 인과관

계를 밝혀 중심가로의 보행환경 개선방향을 찾고자 한 연구

이다.

3. 조사대상지 특성

조사대상 중심가로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로서 공공공간 

입지, 보행 접근 등과 관련된 토지이용, 물리적 보행환경, 보행

관점에서의 가로경관 및 가로변 건축물 관련 세부 물리적 현황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조사대상 4개 중심가로는 기본적으로 모두 보차분리, 보도정

비, 가로 시설물 정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중심가로변 인접 

공원 및 광장은 모두 없고, 가로변 가로수 수량은 평균 1개로 

거의 식재 되지 않았으며, 가로변에 휴게공간은 곡성읍을 제외

하고는 모두 없었다. 
중심가로변에 인접한 공공시설은 평균 2.8개이고, 함평읍을 

제외하고 중심가로변에 공공시설 입지와 관련한 녹지공간이 인

접해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 중심가로 중심의 건축물의 밀집도

가 높기 떄문으로 판단된다.  
건축물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가로변 공지(공터) 개수는 평균 

3.3개로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었고, 가로변 건축물의 입면 상태

는 곡성읍을 제외하고는 중급의 상태이며, 가로변 간판도 함평

읍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비가 되어 있었다.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횡단보도는 평균 8개로 보행자의 안전

을 고려한 부분이 엿보인다. 하지만 보도폭은 평균 2.1m(우), 
2.0m(좌)로 보행 커뮤니티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고, 보도의 연

속성과 관련하여 차량진입으로 인한 보도 점용 개수는 8.8개로 

조사되었다.   
건축물 전면공간의 주차 공간 활용은 평균 4.8개, 주차외 

활용은 평균 1개이며, 특히 함평의 경우 건축물 신축으로 인

하여 타 지역에 비해 전면주차 공간활용 개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9) 오성훈, 서선 , 보행중심도시 조성정책 및 제도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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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조사대상 중심가로 현황조사 결과 오랜 기간동안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가로로서 가로변 건축물의 밀집도, 연속

성, 공공시설 집적도 등의 관점에서는 잘 유지되고 있는 가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보행중심의 가로 던 중앙로가 성장기

를 거치며 차량중심의 가로로 바뀌고, 최근 중심지 활성화, 보
행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부분적 정비를 하 지만 보행과 차량

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읍소재지의 중심가로의 보행중심의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서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정비가 아닌 중심가로에 대한 보행

과 차량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연구모형 설계 및 분석결과

4.1 연구모형의 설계 및 가설 설정

2장에서 살펴본 중심가로에 대한 보행 중심의 개선방향과 물

리적 구현 방법에 관한 내용 등을 재구성하여 중심가로 보행 만

족도, 토지이용, 네트워크, 가로-건축물 관계, 가로경관, 보행공

간환경과 물리적 구현 방법 관련 세부항목들 간의 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물리적 구현 방법 관련 세부항목들을 관측변수로 설정

하 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방향 관련 항목을 외생변수, 중심

가로 종합만족도를 내생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구조방정식 제안모형의 경로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 다.

Fig 1. Hypothetical causal model

그리고 중심가로 종합만족도에는 네트워크 개선과 보행환경

이 정(+)의 향을 미치고, 토지이용은 네트워크, 가로-건축은 

가로경관, 가로경관은 보행환경, 보행환경은 네트워크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데이터가 작성한 모델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변수별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정제

과정을 거치고 확인요인분석을 토대로 측정모델 분석을 실시하

고, 마지막으로 제안모델 분석을 실시하 다. 중심가로 보행 만

족도라는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단독으로 향

을 미치기도 하지만, 서로 연관성 높은 변수들 간 상호작용을 통

해서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하여 상호 향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중 남자

는 124명(50.6%), 여자는 121명(48.6%)이었고, 연령은 40대가 61

구분
가로
길이

보차
분리

가로수 
수량

녹지
공간

공원/
광장

보도
정비

건축물 
연속성

입면
상태

가로변 
주차

휴게
공간

횡단
보도

보도폭(
우,m)

보도폭(
좌,m)

차량
출구

간판
정비

공공
공간

전면
(주차)

전면
(주차외)

건물
수

가로
시설물 
정비 

함평읍 339 ○ 0 × × ○ 3 중 × 0 6 2 2 12 × 2 13 0 44 ○

강진읍 391 ○ 3 ○ × ○ 0 중 × 0 10 2.5 2 5 ○ 3 2 2 59 ○

곡성읍 652 ○ 1 ○ × ○ 3 하 1 2 9 2 2 6 ○ 3 2 2 84 ○

보성읍 574 ○ 0 ○ × ○ 7 중 1 0 7 2 2 12 ○ 3 2 0 85 ○

평균 489m 100% 1개 75% 0% 100% 3.3개 - 50% 0.5개 8개 2.1m 2m 8.8개 75% 2.8개 4.8개 1개 68 100%

함평읍 중앙길 강진읍 중앙로 곡성읍 중앙로 보성읍 중앙로

Table 3. Current status of main streets in the area to be surve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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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4.9%), 30대 49명(20.0%), 20대 49(20.0%), 50대(16.7%), 60대
(15.1%) 순이었다.  

거주기간은 10-20년이 61명(2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30년 61명(24.9%), 5년 미만 36명(14.7%), 30-40년 35명(14.3%)
등의 순이었다. 직업군은 사무/관리직 96명(39.2%), 자 업 58명
(23.7%), 자유직 29명(11.8%) 등의 순이었는데 조사대상지 특성

상 사람이 모여있는 관공서와 상점가 중심의 조사로 인한 것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행 선호도는 보통이다 138명(56.3%)이외에 보

행 선호 62명(25.3%), 보행 비선호 45명(19.4%)로 보행 선호 비

율이 높았다.

구분 f(%) 구분 f(%)

성별
남 124(50.6)

직업

자 업 58(23.7)

여 121(48.6) 사무/관리직 96(39.2)

연령

20대 49(20.0) 전문/자유직 29(11.8)

30대 49(20.0) 생산/기능직 9(3.7)

40대 69(28.2) 농업 18()

50대 41(16.7) 단순노무직 10(4.1)

60대 37(15.1) 전업주부 12(4.9)

거주

기간

5년미만 36(14.7) 학생 2()

5-10년 22(9.0) 기타 11(4.5)

10-20년 61(24.9)

보행 

선호

매우싫다 12(4.9)

20-30년 51(20.8) 싫다 33(13.5)

30-40년 35(14.3) 보통이다 138(56.3)

40-50년 18(7.3) 선호 48(19.6)

50년 이상 22(9.0) 매우선호 14(5.7)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4.3 연구모형검증

구성개념들 간의 가설적 관계 분석에 앞서 각 측정변수들의 

단일차원성을 검정하 다. 일반적으로 확인요인분석이 탐색요

인분석보다 단일차원성 검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각 측정 변수

들에 대해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자료의 적합도를 검정

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값(x2), 적합 지수(goodness-of-fit index, 이
하 GFI),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이하 AGFI), 
잔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residual, 이하 RMR), 비교

적합 지수(comparative fit index, 이하 CFI), 표준적합도지수(nor
med fit index, 이하 NFI),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이
하 IFI값)을 사용하 고, 적합도를 생성하기 위해 최초 문항에

서 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이하 SMC)값 0.4
이하를 기준으로 하나씩 제거 하는 과정을 반복하 다. 

중심가로 보행만족도 확인요인분석 검정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740-.777로 A2(주변지역의 보행자 연결), A3(경
관 및 환경), A4(보행공간과 건축물 전면공간), A5(보행공간 및 

환경)의 적재량이 높아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검정통

계량은 10.797(p<.001)-10.817(p<.001)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낮은 A1(가로변 공간 및 건축물 용도)은 모

형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외하 다.

잠재
변수

관찰
변수

요인
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
오차

검정
통계량

P SMC

중심
가로
보행

만족도

A2 1 0.777 0.603

A3 0.947 0.741 0.088 10.817 *** 0.55

A4 0.894 0.74 0.083 10.802 *** 0.548

A5 0.998 0.74 0.092 10.797 *** 0.547

적합도
x2=.433, CMIN/DF=.216, GFI=.999, RMR=.003, 

AGFI=.996, NFI=.999, IFI=1.004, CFI=1.000

토지
이용

B1 1 0.759 0.576

B2 1.048 0.818 0.085 12.372 *** 0.669

B3 1.005 0.78 0.085 11.836 *** 0.608

B4 1.071 0.71 0.101 10.612 *** 0.504

B5 1.008 0.744 0.09 11.181 *** 0.554

적합도
x2=3.214, CMIN/DF=.803, GFI=.995, RMR=.008, 

AGFI=.980, NFI=.995, IFI=1.001, CFI=1.000

네트
워크

C1 1 0.812 0.66

C2 0.873 0.751 0.082 10.66 *** 0.565

C3 0.972 0.732 0.096 10.175 *** 0.536

C4 0.856 0.636 0.097 8.797 *** 0.404

적합도
x2=.850, CMIN/DF=.850, GFI=.998, RMR=.004, 

AGFI=.983, NFI=.998, IFI=1.000, CFI=1.000

가로
경관

D3 1 0.722 0.522

D5 1.028 0.742 0.095 10.843 *** 0.551

D6 0.974 0.769 0.087 11.214 *** 0.591

D7 1.102 0.831 0.092 12.024 *** 0.691

D8 1.065 0.759 0.096 11.08 *** 0.576

적합도
x2=9.961, CMIN/DF=1.992, GFI=.984, RMR=.008, 

AGFI=.953, NFI=.983, IFI=.991, CFI=.991

가로
-

건축물
관계

E3 1 0.756 0.572

E4 1.135 0.892 0.084 13.56 *** 0.795

E5 0.987 0.789 0.08 12.273 *** 0.623

E6 0.905 0.732 0.08 11.251 *** 0.536

E7 0.985 0.743 0.086 11.508 *** 0.552

적합도
x2=3.130, CMIN/DF=1.043, GFI=.995, RMR=.007, 

AGFI=.975, NFI=.996, IFI=1.000, CFI=1.000

보행
환경
개선

F8 1 0.72 0.519

F6 0.876 0.728 0.083 10.526 *** 0.529

F5 1.034 0.803 0.097 10.685 *** 0.645

F4 0.813 0.677 0.086 9.429 *** 0.459

F1 0.977 0.748 0.103 9.514 *** 0.56

적합도
x2=1.161, CMIN/DF=.387, GFI=.998, RMR=.005, 

AGFI=.990, NFI=.998, IFI=1.004, CFI=1.000

Table 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토지이용조정 만족도 확인요인분석 검정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710-.818로 B1(가로폭과 건축물의 크기), B2(가로

변 주요 공공시설들의 배치), B3(가로변 다양한 용도의 시설 배

치), B4(가로변 공원/휴게공간 배치), B5(보행가능 거리내 주요 

시설 배치)의 적재량이 높아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검
정통계량은 10.612(p<.001)-12.372(p<.001)로 나타나 유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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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만족도 확인요인분석 검정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

인적재량은 .636-.812로 C1(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 C2(다양한 

경로의 보행접근), C3(보행동선과 차량동선 적정성), C4(보행공

간과 녹지/휴게공간 연결)의 적재량이 높아 중요한 요인으로 분

류되었으며, 검정통계량은 8.797(p<.001)-10.660(p<.001)로 나타

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낮은 C5(자전거 도로 연

결)은 모형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외하 다.
가로경관 만족도 확인요인분석 검정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

인적재량은 .722-.831로 D3(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가로공간), D5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 D6(변화감 있는 가로경관), D7(가로의 

개방감), D8(좋은 디자인의 가로시설물)의 적재량이 높아 중요

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검정통계량은 11.080(p<.001)-12.024
(p<.001)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낮은 D1
(지역 특성이 있는 가로경관), D2(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가

로환경), D4(안전한 가로환경)는 모형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 제외하 다.
가로-건축물 관계 만족도 확인요인분석 검정결과를 보면 표

준화 요인적재량은 .732-.892로 E3(날씨를 고려한 보행환경), E4
(가로변 건축물들의 배치), E5(가로에서 건축물의 접근), E6(연
속성 있는 건축물 형태), E7(다양성과 연속있는 건축물 입면)의 

적재량이 높아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검정통계량은 

11.251(p<.001)-13.560(p<.001)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설명력이 낮은 E1(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 활용), E2(보행행

태/보행량을 고려한 보도폭), E8(가로변 건축물의 내부 개방감)
는 모형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외하 다.

보행환경 만족도 확인요인분석 검정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

인적재량은 .677-.803로 F1(보행자 이동편의), F4(보도 연결의 

연속성), F5(보도의 포장재질/관리상태), F6(보행환경의 지속적

인 유지관리), F8(안전한 보행환경)의 적재량이 높아 중요한 요

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검정통계량은 9.429(p<.001)-10.685(p<.00
1)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낮은 F2(교통약

자 이동편의), F3(보행 방해없는 가로시설물), F7(쾌적한 보행환

경 조성), F9(가로수 식재), F10(가로변 녹지공간), F11(보행을 

위한 실질적 유효폭), F12(보행자와 주차차량 관계)는 모형적합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외하 다.

4.4 측정모형의 평가

확인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시금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

하는 과정에서 SMC값을 기준으로 A3(경관 및 환경), F6(보행환

경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문항을 추가로 삭제하여 적합도 수준

을 향상시킨 결과 x2=291.92, CMIN/DF=1.131, GFI=.920, 
RMR=.022, AGFI=.891, NFI=.935, IFI=.992, CFI=.992으로 나타

났다. 
또한 측정항목들과 개념간의 비표준화 요인부하값과 다중상

관자승(SMC)를 보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모

수추정치가 0보다 상당히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추정

치에 대한 C.R값도 모두 2를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SMC값은 

0.4이상의 값을 보여 잠재변수는 해당 측정변수들의 변량을 상

당히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뢰성 분석은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한 결과 모

든 하위요인에서 신뢰성 확보를 확인하 다.

잠재
변수

관찰
변수

요인
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
오차

검정
통계량

P SMC 신뢰도

종합
만족

A2 1 0.734 0.539

.795A4 0.923 0.723 0.085 10.875 *** 0.523

A5 1.134 0.795 0.095 11.967 *** 0.631

네트
워크

C1 1 0.725 0.525

.832
C2 0.877 0.67 0.075 11.759 *** 0.449

C3 1.192 0.803 0.098 12.157 *** 0.645

C4 1.067 0.72 0.098 10.907 *** 0.518

보행
환경

F8 1 0.805 0.649

.821
F5 0.813 0.707 0.069 11.819 *** 0.499

F4 0.678 0.635 0.066 10.311 *** 0.403

F1 0.801 0.685 0.07 11.389 *** 0.470

토지
이용

B5 1 0.766 0.586

.877

B4 1.059 0.729 0.08 13.196 *** 0.532

B3 0.948 0.763 0.077 12.328 *** 0.582

B2 0.96 0.782 0.075 12.714 *** 0.612

B1 0.982 0.773 0.078 12.525 *** 0.598

가로
경관

D8 1 0.763 0.582

.875

D7 0.898 0.724 0.066 13.538 *** 0.524

D6 0.796 0.669 0.073 10.849 *** 0.447

D5 1.017 0.784 0.078 13.07 *** 0.615

D3 0.868 0.673 0.079 10.95 *** 0.453

가로
건축

E7 1 0.861 0.741

.901

E6 0.929 0.853 0.055 16.786 *** 0.728

E5 0.935 0.852 0.066 14.104 *** 0.726

E4 0.888 0.793 0.059 14.989 *** 0.629

E3 0.796 0.685 0.066 12.14 *** 0.469

적합도
x2=291.92, CMIN/DF=1.131, GFI=.920, RMR=.022, 

AGFI=.891, NFI=.935, IFI=.992, CFI=.992

Table 6. Measurement model evaluation result

 

4.5 구조모형분석

가설검정을 위한 제안모형의 초기 모형은 적합도 검정 결과 

각종 적합도 지수들이 부적합 것으로 나와 적합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 수정지수를 활용하여 공분산을 설정하 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는 경로를 삭제함으로써 모델을 간명하게 만들

었다. 그 결과는 제안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치 결

과는 다음 표7과 그림2와 같다. 제안모형은 전반적으로 수용 가

능한 자료 적합도를 보 다. 
구체적으로 x2=260.24, CMIN/DF=1.009, GFI=.925, RMR=.018, 

AGFI=.898, NFI=.942, IFI=.999, CFI=.999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이론 변인간 경로계수와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

보면,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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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의 유의도 값인 C.R(t)>1.96, p<.05인 값을 대상으로 이론

변인간 경로계수와 유의도를 검토한 결과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경로 중 가로-건축물의 관계→가로경관, 가로경관→보행환경, 
토지이용→네트워크, 보행환경→네트워크, 네트워크→보행 만

족도는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행환경→보행만족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아닌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중심가로 보행 만

족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로는 ‘토지이용→네트워크→중심가로 보행만족

도’로 토지이용이 좋을수록 네트워크가 좋고(.605), 네트워크가 

좋을수록 중심가로의 보행만족도도 향상된다(.760). 이 같은 경

로를 통해서 토지이용이 중심가로 보행 만족도에 미치는 향

의 총효과는 .460(.605×.760)이다.
두 번쨰 경로는 ‘가로-건축물 관계→가로경관→보행환경→

네트워크→중심가로 보행만족도’로 가로-건축물 관계가 좋을수

록 가로경관의 만족이 높고(.954), 가로경관의 만족이 높을수록 

보행환경의 만족도가 향상된다(.981). 그리고 보행환경 만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고(0.377), 네트워크 

만족이 높을수록 중심가로 보행 만족도가 높다.(.760) 이같은 경

로를 통해서 가로_건축물 관계가 중심가로 보행 만족도에 미치

는 향의 총효과는 .268(.954×.981×.377×.760)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의 분석모

형 중에서 중심가로 보행 만족도에 미치는 향 경로는 두 번째 

경로보다는 첫 번째 경로가 상대적으로 주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중심가로의 보행만족도는 가로_건축물과 가

로경관 개선에 의한 보행환경의 향보다는 중심가로의 토지이

용과 네트워크 체계에 의해서 더 많은 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

사한다 할 수 있다.
또한 보행 중심의 중심가로 또는 공공공간 개선을 위해서는 

보행권 내의 가로망과 공공공간 입지등 토지이용의 조정, 중심

가로 공간의 동선으로서 보행 네트워크가 보행을 우선으로 고

려하여 기밀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 가로-건축물간 관계 재정의, 건축물 전면요소의 

개선보행자 관점의 가로경관 조성 등이 중요하다고 정리한 오

성훈(2013)의 연구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경로(가설)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적합도

가로-건축 관계 → 가로경관 0.948 0.954 0.076 12.471 *** x2=260.24 
CMIN/DF=1.009 

GFI=.925 
RMR=.018 
AGFI=.898 
NFI=.942 
IFI=.999 
CFI=.999

가로경관 → 보행환경 1.057 0.981 0.081 13.119 ***

토지이용 → 네트워크 0.542 0.605 0.105 5.135 ***

보행환경 → 네트워크 0.301 0.377 0.092 3.278 0.001

네트워크 → 종합만족 0.793 0.76 0.185 4.285 ***

보행환경 → 종합만족 0.155 0.187 0.138 1.126 0.26

Table 7. Hypothesis test result

Fig. 2. Resul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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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전라남도 내 4개 지방정부 읍소재지 중앙로에 대

한 이용자의 보행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여 보

행 중심의 중심가로 개선을 위한 실증적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를 진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종모형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가로-건축물 관계→가로경

관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95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로-
건축물 관계가 좋을수록 가로경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가로경관→보행환경의 경로계수는 .9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로경관이 좋을수록 보행환경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행환경→네트워크의 경로계수는 .37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보행환경이 좋을수록 네트워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토지이용→네트워크 경로계수는 .605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만족도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네트워크→보행만족도의 경로계수는 

.760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네트워크의 만족이 높을수록 보

행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째, 네트워크는 중심가로 보행 

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트워크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중심가로 보행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토지이용은 중심가로 보행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의 향을 미치지 않고, 네트워크에 직접적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보행환경은 중심가로 보행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의 

향을 미치지 않고, 네트워크에 직접적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가로-건축물 관계는 가로경관에, 가로경

관은 보행환경에 직접적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보행환경은 중심가로 보행만족도에 직접적인 향이 

아닌 네트워크를 통한 향을 미친다. 그리고 가로-건축물 관계

는 가로경관, 가로경은 보행환경 만족에 향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토지이용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체계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중심가로 보

행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이 

같은 결과는 중심가로라는 공공공간의 보행 중심 조정에는 보

행권 내의 가로망과 공공공간 입지 등의 토지이용의 조정, 중심

가로 공간의 동선으로서 보행 네트워크가 보행을 우선으로 고

려하여 기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오성훈(2000)의 연구결과

를 지지하 다.
따라서 중심가로 보행환경의 개선은 단편적인 보행 관련 기

능에 대한 물리적 요소 개선보다는 중심가로를 중심으로 한 중

심지 내 주요 동선 관련 네트워크 체계 조정 및 개선, 중심가로 

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시설의 집적화, 중심지 내 공공

용도 토지 수용의 용이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우선시 

되는 도시적 관점의 통합적 조정 및 관리를 통한 중심가로의 보

행환경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읍소재지 중심가로(중앙로)의 보행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

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보행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지만 대부분 연구들이 다차원적

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가진 만족도를 단일차원으로 측정하거나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 속에 그 향요인을 검증하지 못했다

는 점에서 본 연구는 나름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주제의 목적상 조사대상지가 전라남도 농촌지역 4개 

읍소재지로 제한되어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까지 일반화하기에

는 어려운 점은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읍소재

지의 도시공간구조, 공공시설물들의 입지, 보행 네트워크 체계

와 중심가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이

용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의 변인들이 포괄적으로 고려

된 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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