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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워터 런트로서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21지구를 상,  한국은 해운 해수욕장, 자갈치시장을 상을 하

다. 그 3군데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간의 오감을 통한 수변공간의식을 조사하 다. 앙 이트 결과를 보고 이용자의 수변공간의식을 

분석을 하 다. 수변공간의식에 해서는 ‘바닷바람을 느낀다’ 가 237명 7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다가 보인다’가 217명 72.1%, 배가 보

인다가 203명67.4% 순으로 나타났다. 수변공간의식에 한 19개의 질문 내용을 각각 인간의 오감(시각, 청각, 각, 미각, 후각)과 활동, 시설의 

존재와 같은 7항목에 해 재분류를 실시하여 워터 런트 이용자의 의식을 악하 다. 그 결과 해운 해수욕장이 후각이 32.3%이고, 자갈치시

장이 미각 32.3%과 요코하마미니토미라이21지구는 후각(26.1%)이 수변공간의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수변공간의식, 인간의 오감, 해운 , 자갈치, 수변공간의 체  만족도 

ABSTRACT : This study intended for Yokohama Minato Mirai21 district in Japan as waterfront, and Korea did an object again in Haeundae on high 

ground beach, a Jagalchi market. I carried out questionary survey in an object with the three places and investigated human waterside space 

consciousness to keep that I came and went. I analyzed the waterside space consciousness of the user to see a questionnaire result. It was 78.7% of 

237 people, and there was much 'which felt the' sea breeze for the waterside space consciousness most, and 'that' which the 'sea was seen next saw 

217 72.1%,' ship appeared by 203 67.4% order. I carried out reclassification for human five senses (sight, hearing, the sense of touch, taste, sense of 

smell) and activity, seven items such as the existence of the institution by the question contents of 19 about the waterside space consciousness each and 

grasped the consciousness of the waterfront user. As a result, Haeundae sense of smell was 32.3%, and a Jagalchi market was that sense of smell 

(26.1%) had an influence on the waterside space consciousness in 32.3% of taste, 21, Minato Mirai, Yokohama district, and sea building on high ground 

beach appeared.

KEY WORDS : users' awareness of waterfront, human's five senses. haeundae, jagalchi, overall satisfaction about the waterfronts 

1. 서    론

오늘날 워터 런트 개발사업이 개되고 있다. 지 까지 워터

런트는 주로 물류공간·생산공간으로써 이용되어 화학공업

화를 목표로 하 던 생산기능·유통기능의 거 으로 요한 역

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워터 런트 개발에 하여 일본의 표

인 워터 런트 개발지인 요코하마미니토미라이21지구와 한

국 표 인 워터 런트 개발지 해운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자갈치시장, 한강공원, 인천 등을  상으로 수변공간의식에 

하여 조사∙분석하 다.

 

2. 연구 목

 인간의 오감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워터 런트 개발지에 있어

서의 수변공간의식과 오감과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이번 일

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지구 일 , 한국 해운 해수욕장 일

, 자갈치시장 일 를 상으로 앙 이트 조사를 실시한 내용

을 분석하 다. 

 오감을 심으로 하는 수변공간의식의 동기에 해서 요코하

마미나토미라이21지구, 해운 해수욕장과 자갈치시장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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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에 선별되어 어떤 특징을 가진 워터 런트 개발지인가 하

는 일에도 을 두었다.

3.설문조사 상지의 개요  조사 방법

3.1 설문조사 상지의 개요

 3.1.1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21지구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21지구는 가나가와 에 있는 지역이다. 

랜드마크타워나 아카 가창고나 코스모워르드 등이 있다. 면

은 1.86 ㎢(186 ha), 그  매립부는 0.76 ㎢(76 ha)이다.　

 3.1.2 해운 해수욕장과 자갈치시장

 해운 해수욕장은 한국의 남부 부산 역시에 치하고 있다. 

해운 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지이며 1.5 km에 걸쳐서 해

변이 계속 이어지는 해운  해수욕장(해운  비치)이나 해운  

온천이 있는 해안 일 를 가리킨다. 

 본 조사의 상 지역으로서의 자갈치는 한국의 남부 부산

역시에 치하고 있다. 자갈치는 한국 최  규모의 해산시장이 

있다. 

 3.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한국에서 국 으로 지명도가 높은 개발지를 조

사 상으로 하여 일반 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8월 하순부터 

9월 순까지, 16세 이상 남녀 이용자를 상으로 개별 면 법

으로 실시하 다.‥‥‥ ( 략) ‥‥‥.

4. 설문조사 결과  분석

4.1 각 지역별 수변공간의식 특징 

 4.1.1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21지구 수변공간의식 특징

 수변공간의식에 해서는 ‘바닷바람을 느낀다’ 가 237명 

7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다가 보인다’가 217명 

72.1%, 배가 보인다가 203명67.4% 순으로 나타났다. `‥‥‥ 

( 략) ‥‥‥.

4.2 수변공간의식 일본, 한국 비교분석

 3지구 수변공간의식을 비교하면 지역마다 특징을 잡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21지구)과 

한국(해운 해수욕장, 자갈치시장)를 비교하면 ‘바다바람을 

느낀다’ ‘바다냄세가 난다’는 거의 같은 수치를 제시한다. 

그리고 ‘배가 보인다’는 일본이 한국보다 30%이상 높다. 

‥‥‥( 략) ‥‥‥.

 4.3 수변공간의식과 7요인 카테고리 분석

 수변공간의식과 인간의 오감에 한 분석을 하 다. 7요인 

카테고리란 시각, 청각, 각, 후각, 미각과 같은

인간의 오감과 시설의  존재  활동 항목을 추가해 각 

요인과 수변공간의식에 해  분석하 다.‥‥‥ ( 략) ‥

 4.4 수변공간의식 문제  분석

 수변공간의식 문제 은 3지구를 비교하면 일본 요코하마미나

토미라이21지구가 ‘차양시설이 부 하다’,‘바다가 더럽다’가 

24.3%가 된다. 한국 해운 해수욕장은 ‘차양시설이 부 하다’가 

41.3%이다. 자갈치시장은 ‘쓰 기가 많다’가 45.4%로 가장 많

다. 일본과 한국으로 나눠서 보면 ‥‥‥ ( 략) ‥‥‥

5. 결    론
  본 연구는 일본 표 인 워터 런트지역 요코하마미나토미

라이21지구와 한국 표 인 워터 런트지역 해운 해수욕장

과 자갈치시장을 상으로 수변공간의식에 해서 조사∙분석

을 하 다. 수변공간의식에 착목해서 분석을 하고 3군데 비교, 

일본과 한국의 국가별 비교, 총합 비교∙분석을 하 다. 

  그 결과 수변공간의식으로 ‘바다바람을 느낀다’ ‘바다냄세가 

난다’는 거의 같은 수치를 제시한다.‥‥‥ (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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