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부산의 근대역사를 담고 있는 북항의 배후 주거지역은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에 부산으로 몰려든 노동자들의 안식처이자, 해방 후 

귀환 동포들의 정착지였다. 또한 한국전쟁시기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경제개발기에는 부두, 방직에 종사하는 서민들에 의해 

무허가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가파른 구릉지에 고밀화된 불량주거지와 취약한 상하수도시설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모습이다

(Kim, 2020). 지금도 남아있는 당시 사람들과 저소득층의 이주, 여전히 노후 되고 낙후된 환경은 현재 북항이 재개발되면서 공간적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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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he Landscape through Image Analysis of the 

Residential Area Behind the Port

ABSTRACT

Busan still has a lot of densely populated poor residences on sloping hills, especially in the area behind the port, which is heavily affected 

by plans related to port facilities. In particular, the residential area of Dong-gu, Busan, is expected to see the Bukhang Redevelopment 

Area, and the landscape change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whe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currently 

planned. In this study, the landscape image analysis and prediction (SD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of the poor residential area of 

Dong-gu, Busan is expected to be able to organize, organize the image of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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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부산은 경사진 구릉지에 고밀화 된 불량 주거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며, 특히 항만 배후지역에 주로 입지하고 있어 항만 시설과 관련된 계획

들로 인해 경관적, 생활적,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부산 동구 일원의 주거지는 북항재개발 지역이 조망되며,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곳으로 경관적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동구 구릉지의 불량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 전, 후 경

관 이미지에 대한 분석 및 예측(SD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경관적 이미지가 정리, 정돈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안락감이나, 생동감 등의 이미지는 다소 잃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고유의 이미지

를 보존하되, 노후화로 인해 인접지역과의 경관적 괴리감은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의 올바른 계획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검색어 : 항만배후지역, 쇠퇴주거지역, 경관성, 주거지정비

지역 및 도시계획Regional and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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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1년부터 북항의 배후 주거지역인 동구 일원의 주거취약

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골목정

비, 문화·복지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는 본래 지역이 가진 지역적 특색을 

보존한 주민들에게 편안한 경관 이미지 형성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Kwon, 2012). 이에, 항만 배후 주거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관성을 분석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화될 모습이 원주민

에게 어떠한 경관적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하여 올바른 경관 

방향성의 도출을 통해서 항만 배후 주거지역의 공간만이 가지는 

특색을 발견하고,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경관성 제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항만배후주거지역은 항만배후단지 및 주변지역(주

변지역이란 항만법 제2조9항의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

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의 주거시설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항만지역의 

파급적 영향이 미치는 주거지역으로 정의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

는 항만이라는 거점을 활용한 기능적 재생이 진행중인 부산 북항의 

배후 주거지역 중 동구 일원이다. 현재 동구는 쪽방 등 노후불량주거

지 정비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북항의 기능 변화와 함께 노후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그 지역만의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경관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관형용사를 활용하여 대상지가 가진 이미지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대상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환경정비사업 

후 예상되는 이미지를 SD법과 요인분석을 통하여 그 차이와 특성을 

알아보고, 앞으로 항만 배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에 있어 올바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2. 이론고찰 및 사례

2.1 항만과 배후지역의 관계

항만배후지역 즉, 항만공간과 접해있는 기성시가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만산업의 부흥과 쇠퇴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공간이다. 국내에서는 기존의 항만공간을 국가적 차원에

서 대규모로 재개발 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많지 않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항만배후지역까지 포함된 개발이 아닌 항만공간에만 국한

된 개발이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항만배후지역은 도시계획 및 

설계가 반영된 개발이 아닌 항만공간 개발에 따라 밀려나듯이 

만들어진 공간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항만배후지역의 거주공

간은 과거 전란을 겪으면서 피란민들의 피난처로 활용되었던 공간으

로 거주환경 및 인프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도시는 

성장과 쇠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특정 공간이 개발에 

의해 성장하게 되면 이면의 다른 공간은 그에 반해 쇠퇴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도시공간이 기회와 안락함을 보장하는 행복한 

공간인 동시에 가난과 배제, 추방이 진행되는 불행한 공간이란 양면적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현대의 도시공간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하

는 이중도시(Dual CIty)의 모습을 의미한다(van Kempen, 1994).

2.2 항만 배후지역 이미지 제고 필요성

국가나 지역의 산업화를 선도해 온 항만도시의 경우에도 항만과 

배후도시의 역할과 기능 이전이나 항만배후 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도시의 쇠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의 변천과정에서 도시

의 쇠퇴화를 단기간 내에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항만도시가 갖는 바다와 함께 해온 오랜 

역사나 문화와 이에 기반 한 다양한 스토리를 유산으로 긍정적 

도시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Byeon, 2005). 항만배후도시

로서의 탄탄한 장소적 스토리를 기반으로 차별화 요소를 통합적으

로 분석하여 장소브랜드 전략으로 수립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야한다. 오늘날의 도시공간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Space)의 의미

를 넘어서 장소(Place)라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 대상으로 접근되어

지고 있다. 도시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탈산업화와 

함께 도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역사․자연환경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성에 근거한 ‘볼만한 도시’로서의 변화

를 지향(Kim, 2007a)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 좋은 이미지

는 도시마케팅을 통해 도시가 가지는 산업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도시경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재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거주민은 물론, 도시 상품의 잠재 

고객인 기업과 투자자, 관광객 등을 도시로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Chen and Koo, 2014). 더불어, 도시 자체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도시마케팅의 중요한 전략이다.

2.3 항만재개발에 따른 지역 이미지 제고 사례

2.3.1 국내사례

대규모 항만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도시 이미지 개선 및 지역적 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접목시키고자 하고 있다(Kwon and Lee, 2012).

국내에서는 인천항 영종도 투기장, 동해시 묵호지구 항만재개발 

사업 등이 대표적인 항만 재개발 사례로 들수 있는데, 이들은 항만 

공간의 해양관광레저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정비 계획은 부족한 실정이다. 재개발 계획이 그 

지역의 인근 산업여건, 지역유산, 주변 배후 지역에 미칠 영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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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해양관광단지를 만드는데에만 

초점이 맞춰짐으로 인해, 추후 인접 지역간에 경관적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Fig. 1). 

2.3.2 해외사례

해외의 대표적 사례로는 영국 런던 도크랜드를 들 수 있다. 

템즈강을 중심으로 5개 지구로 구분하여 지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

개발하였으며, 구역별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공간을 예술작품

과 우수한 도시디자인 건축물로 장식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택개발 시행을 통해 역사적 경관 보존과 신규개발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기존 건물의 증·개축으로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였다.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는 모든 수변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산책기

능을 갖춘 보도를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특정건축물이 수변 경관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조정하였다. 또한 

재개발하는 항만을 기존 도시와 동떨어진 경관이 형성되지 않고 

도시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레 침투시켜 자연스러운 동선을 연결하

고자 하였다. 해외 항만재개발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재개발사업

이 항만에만 국한된 정비사업에 그치지 않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맥락적·통합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대상지 내의 

환경적 특성 및 역사적·문화적 자원 등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미항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부가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지역 내 남아있는 역사적 자원들을 지역적 유산으로서 최대한 

보존·활용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필두로 지역 명소화를 

유도하였다. 

3. 대상지 현황 및 배후지역의 경관이미지 특성

3.1 동구 주거지역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부산의 동구지역은 구릉지, 고밀도, 공공시설 부족으로 대표되는 

전국최대의 산동네 주거취약지역 밀집지역으로 노후화, 고령화,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쪽방 밀집지역과 빈집 

등이 다수 있으며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이에 북항재개발과 더불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2019.12)에서는 동구 좌천동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

선사업(좌천1동 837번지, 좌천4동 861-21번지, 좌천4동 918번지, 

Busan Metropolitan City, 2019)을 지정하였다. 

대상지는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기초생활인

프라 공급 등의 전반적인 주거지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세부내용

으로 외부 집수리 및 슬레이트지붕개량, 빈집철거 등 주택정비사업

과 생활거점 공원조성, 생활SOC시설 조성 등의 주민시설 마련 

등이 있다. 또한 경사지 계단길 미끄럼방지 등 골목길 안전성 및 

쾌적성 제고를 위한 경관개선사업과 나대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

한 방재공원, 안심쉼터 등이 계획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관형용사 분석 및 물리적 요소 도출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경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북항 배후 주거지역의 경관이미지 분석

3.2.1 경관형용사 도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지의 배후 주거지역에 대한 이미지 특성을 

밝혀내기 위해 지역의 경관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경관 형용사를 

활용하였다(Hong, 2019). 경관형용사 선정에 있어 1차적으로 도시

의 경관 평가와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되는 형용사군 32쌍을 정리하

고, 이들 중 도시 및 건축 관련 지식인(관련 학문을 습득하고 연구하

는 지식인의 경우 일반시민들에 비해 도시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어휘 선택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에 

한적하여 예비조사를 진행하였음.)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항만 배후 주거지역의 경관이미지에 대해 형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의미가 중복된다고 여겨지는 형용사군을 제외

Fig. 1. Research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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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시킨 형용사는 심미적 표현이나 도시공간에서 가늠할 수 없는 

어휘로 아름다운-추한, 특이한-평범한, 좋아하는-싫어하는, 적극적

인-소극적인, 독창적인-모방적인, 멋있는-멋없는 등으로 구성됨.)

하여 총 17쌍을 선정하였다(1.단순한-복잡한, 2.밝은-어두운, 3.자

연적인-인공적인, 4.정적인-동적인, 5.쾌적한-불쾌한, 6.개방적인-

폐쇄적인, 7.풍부한-부족한, 8.시원한-답답한, 9.색채감 있는-색채

감 없는, 10.양호한-불량한, 11.조용한-시끄러운, 12.편안한-불편

한, 13.곡선적인-직선적인, 14.다채로운-단조로운, 15.생기있는-경

직된, 16.정돈된-어수선한, 17.경쾌한-침울한). 기존 연구들(Kim 

et al., 2000; Kim, 2007b)을 살펴보면 도시이미지 및 경관의 

평가에 있어 기초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속성에 따른 결과는 분석하지 

않았다.)

3.2.2 경관형용사를 활용한 북항 배후 주거지역 이미지 척도 분석

최종 선정된 17쌍의 경관형용사를 활용하여 북항 배후 주거지역

의 경관이미지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를 측정하였으며, 4점이 

가운데 기준점으로 각 형용사군이 대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부산 배후 주거지역인 동구 일원의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SD 분석(SD분석은 공간 및 

경관의 특성 또는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경관이미지에 대해 심리적

인 느낌을 제시된 형용사군의 척도 측정을 통해 나타내는 방법이다. 

상반되는 의미의 형용사간에 척도 점수를 부여해 이를 산술평균하

거나 빈도 분포 등을 도식화하여 그 특성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결과는 고득점일수록 대표형용사 단어 이미지에 가깝고, 저득

점일수록 괄호 안 단어에 대한 표현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7점 리커트의 가운데인 4점이 넘은 요소로는 Table 1과 Fig. 2에서 

생기있는(평균 4.73), 색채감 있는(평균 4.59), 경쾌한(평균 4.49), 

Table 1. Ranking of Image Analysis of the Residential Area Behind the Port

No. Adjectives Average No. Adjectives Average No. Adjectives Average

1 Simple (Complicated) 2.76 7 Rich (Lacking) 2.16 13 Curved (Straight) 2.86

2 Bright (Dark) 2.72 8 Cool (Stuffy) 4.36 14 Varied (Monotonous) 3.19

3 Natural (Artificial) 2.99 9 Colorful (Uncolored) 4.59 15 Lively (Rigid) 4.73

4 Static (Dynamic) 2.27 10 Good (Poor) 2.24 16 Tidy (Untidy) 2.8

5 Pleasant (Unpleasant) 2.37 11 Quiet (Noisy) 2.56 17 Cheerful (Gloomy) 4.49

6 Open (Closed) 3.04 12 Comfortable (Inconvenient) 2.2

Fig. 2. Ranking of Image Analysis of the Residential Area Behind the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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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4.36)평균 순으로 나타났으며, 4점 밑의 점수로 괄호 안의 

형용사를 나타내는 저득점 요소로는 부족한(평균 2.16), 불편한(평

균 2.2), 불량한(평균 2.24) 순으로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노후화된 주거지역으로 불량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으로 조망되는 항만 경관 및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

로 생기있고 경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3 배후 주거지역의 이미지 특성 도출

북항 배후지역인 동구 주거지역 경관 이미지를 조사한 17쌍의 

형용사군의 요인분석을 통해 대상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밝히고, 그룹으로 묶인 경관형용사들을 통해 이미지 특성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요인추출에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회전방법

은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Varimax를 이용하여 최종 

행렬표를 작성하였다. 

대상지의 요인분석 결과 KMO 값은 0.590(KMO (Kaiser-Meyer-Oklin) 

값은 사회과학분야에서 0.5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봄), Bartlett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17쌍의 형용사들 

중 요인적재량 0.6 미만이거나 인자부하량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공통으로 묶이지 않은 형용사들은 제외시켰다. 

요인분석 결과 4개의 그룹으로 묶였으며, 다음 Table 2와 같이 

각 그룹을 명명하였다.

4. 정비사업 후 대상지 경관이미지 비교 및 물리적 요소 도출

4.1 정비사업 후 대상지 경관이미지 예측

현재의 북항 배후 주거지역의 경관이미지 분석 후, 3.1에 기술한 

내용(동구 주거지역 일원 정비사업)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 및 교육 후, 예상되는 대상지 경관 이미지에 대해 앞 

장과 같은 형용사군을 활용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정비사업 후 예상지는 대상지의 이미지는 4점 이상으로 정돈된

(평균 4.92), 경쾌한(평균4.76), 양호한(평균4.71), 밝은(평균

4.35) 순으로 나타났으며, 4점 밑의 저득점 요소 순위로는 답답한

(평균 2.06), 부족한(2.08), 인공적인(평균 2.2) 순으로 나타났다

(Fig. 3, Table 3). 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적 이미지

도 함께 정비되어 정연하고 깨끗한 이미지는 향상되나, 물리적 

정비사업을 통하여 직선적이고 인공적인 딱딱한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 정비사업 후 대상지 이미지 특성 도출

정비사업 후 예상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정비사업 후 예상되는 이미지 형용사의 경우, 

그룹으로 묶이는 형용사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이미지에 비해 요인별 특성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정비사업 후 예상 이미지의 요인분석 결과 3개의 그룹으로 묶였

으며, 다음 Table 4와 같이 각 그룹을 명명하였다.

4.3 정비사업 후 대상지 이미지 변화 및 물리적 요소

정비 사업후 경관 변화에 영향을 준 물리적 요소를 설문 당시 

추가적으로 정보를 취득하였으며, 주관적인 경관 이미지 평가에 

연구자 영향을 최대한 주지 않도록 오픈형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도

록 하였다.

Table 5에 따르면, 크게 차이가 있는 형용사 요소로는 “양호한

(불량한)”. “시원한(답답한)”, “정돈된(어수선한)”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대상지의 공간이 양호하고 정돈될 것이나, 다소 답답해 질것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s

Grouping
Factor

1 2 3 4

Comfort

Comfortable (Inconvenient) 0.744 -0.159 0.141 -0.008

Rich (Lacking) 0.710 0.185 -0.081 0.020

Colorful (Uncolored) -0.619 -0.033 0.383 -0.066

Open (Closed) 0.612 -0.018 0.229 0.065

Neatness

Good (Poor) 0.054 0.779 0.005 0.051

Static (Dynamic) -0.107 0.688 0.036 0.178

Curved (Straight) -0.112 -0.683 0.089 -0.084

Liveliness
Cheerful (Gloomy) 0.096 -0.070 0.738 -0.052

Quiet (Noisy) -0.063 0.239 0.714 0.196

Naturality
Natural (Artificial) -0.265 0.373 -0.004 0.688

Bright (Dark) 0.125 -0.245 0.19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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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후 건축물과 도로 및 시설물 정비 등으로 

정리는 되나, 고층 건축물 및 갖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오면서 경관의 

차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색채감 있는(색채감 없는)”, 

“밝은(어두운)”, “생기있는(경직된)”순으로 이미지 변화 차이가 

있었는데, 노후 건축물과 골목길 정비로 대상지가 밝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특색없는 신축 건축물과 정체성이 떨어지는 골목 

디자인 등으로 지역의 생기와 고유한 색채감을 잃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복적으로 많이 나온 물리적 요소는 ‘가로시

설물’, ‘골목형태’, ‘건축물 외관’, ‘빈집 정비’, ‘공원’ 등으로 이러

한 물리적 요소가 경관 이미지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이미지 형성 요인을 정서적 측면의 심리적 요인 

및 시설 측면의 물리적 요인, 인간 활동 측면의 행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대상지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밝히고, 심리적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공간의 물리적 , 행태적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근본적

이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 동구 구릉지의 불량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 전, 후 경관 이미지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경관적 이미지가 정리, 정돈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안락감이나, 생동감 등의 이미지는 다소 잃을 것으로 예상되

어,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보존하되, 노후화로 인해 인접지역과의 

경관적 괴리감은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의 올바른 계획 방향성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Fig. 3. Image Analysis of the Residential Area Behind the Port

Table 3. Image Analysis of the Residential Area Behind the Port

No. Adjectives Average No. Adjectives Average No. Adjectives Average

1 Simple (Complicated) 3.79 7 Rich (Lacking) 2.08 13 Curved (Straight) 2.32

2 Bright (Dark) 4.35 8 Cool (Stuffy) 2.06 14 Varied (Monotonous) 2.52

3 Natural (Artificial) 2.2 9 Colorful (Uncolored) 2.6 15 Lively (Rigid) 3.38

4 Static (Dynamic) 2.26 10 Good (Poor) 4.71 16 Tidy (Untidy) 4.92

5 Pleasant (Unpleasant) 3.56 11 Quiet (Noisy) 2.91 17 Cheerful (Gloomy) 4.76

6 Open (Closed) 4.07 12 Comfortable (Inconvenient)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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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미지는 정비사업 전인 

현재 ‘안락하고 정연성 있으며, 생동감 있고, 자연성’이 돋보이던 

대상지가, 북항 재개발에 따른 배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변화성, 개방성, 명확성’으로 특징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비사업을 통해 대상지가 정리정돈 되고 외관적으로 밝아짐

으로써 지역의 안전성은 높일 수 있으나, 그 지역의 고유한 정서 

및 분위기가 없어지고 다른 재개발, 재건축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만의 특징이 없는 일률적인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러한 경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 물리적 

요소에 지역의 특성은 최대한 보유하도록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제고 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독창적인 계획이 필요하겠

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요소 

도출로 그쳤지만, 추후 이러한 물리적 요소가 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영향 관계를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경관 계획 방향성에 대해 더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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