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사람들은 장소에 머무르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삶

의 궤적을 기억한다. 투안(Y.-F. Tuan)으로부터 비롯된 

지리학에서의 인간주의 사조 이래 장소는 지리학의 주

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의미화된 장소

에 관한 연구의 관심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개인의 장소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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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장소 애착의 구조와 구성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장소 애착의 기억에 관한 글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 이론으로 분석함으로

써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은 일상의 장소나 강렬한 경험, 장소의 탐색과 발견을 애착의 기억으로

회상하고 있었다. 정서적 점화 효과, 감각적 점화 효과, 장소의 변화, 자연환경의 우수성은 장소를 기억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안식처, 친족 유대감, 집단 소속감, 장소 편의성은 장소에서 개인이 독립적 자아로의 성장하고, 내적

역량을 함양하며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대학생이 스스로를 장소와 동일시하거나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를 추상화해 장소 애착의 구조화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장소 애착은 

장소의 발견과 인식, 체화된 인지, 장소 의존, 장소 정체성, 장소 의미와 인과적 상관관계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장소 애착, 장소 인식, 장소 기억, 근거 이론, 장소 애착의 구조화 모형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place attachment and to grasp the 
correlation between place attachment elements by using grounded theory. In order to collect the data of the
study, 77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write about the memory of place attachment, and the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by analyzing it as a grounded theor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college student
was recalling the places of daily life, intense experience, the search and discovery of places as memories of 
attachment. Emotional priming effect, sensory priming effect, change of place, and the excellence of the natural
environment was working as positive factors in remembering places, and personal resting place, kinship, group 
membership, and place convenience were affecting the college students equating themselves with place or giving
meaning to place by individuals grew into independent identities, improving inner competency, forming a 
network of relationships.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paradigm model were abstracted to derive a structured
model of place attachment. The results verified that place attachment lies in causal correlation between place
discovery and recognition, embodied cognition, place dependence, place identity, place meaning.
Key Words : Place attachment, Place recognition, Place memory, Grounded theory, Structural model of place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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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장소에 관한 가

장 근원적인 물음 가운데 하나인 장소 애착의 연구 역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개인은 장소에 존재함으로써 장소와 애착 관계를 형

성한다. 개인의 경험에서 형성된 장소와의 애착 관계는 

단지 장소가 지닌 환경적 우수성이 빚어낸 결과물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소 애착은 개인이 장소에서 인식

한 표상체를 심적 표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해석체(김

선하, 2014:441)의 기능적 결과물이며, 이와 같은 결과물

은 개인의 기억으로 남겨진다.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함

에 있어 우선적으로 장소를 떠올린다. 이는 장소가 기억 

공간에서 시간과 경험을 연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인지 과학의 측면에서는 회상적 기억의 자극(cue 

of retrospective memory)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ysenck, 2015:361). 기억에 존재하는 수많은 장소가 개

인에게 모두 동일한 가치로 여겨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하나의 장소는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덜 중요한 장소로 평가받음

으로써 개인의 기억 내러티브 구성에서 전경이 되기도 

또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장소 애착에 관한 연구는 장소 애착을 형성

하는 요소나 해당 요소가 장소 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것들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Raymond et al., 2010:422- 

423), 최근에는 장소 애착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 장소 애

착을 일종의 신념 체계로 간주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연

구 성과물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장소 애착의 구조

에 관한 연구들이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일종의 

메타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

된다(Scannell and Gifford, 2010).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기

억에 내재된 장소 애착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각 구성 요소 간의 인과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장소 애착

이라는 지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론적 고찰의 측면에서 개인의 장소 인식과 기억 및 장

소 애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핀 후 질적 연구의 수행으

로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장소 애착이란 근본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적 스펙트럼 안에 존재하는 기억의 일부이므로, 현재 시

점에서의 애착 장소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기보다 

개인이 기억하는 장소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자

료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관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기억하는 애착의 

장소에 관한 응답을 수집한 후 근거이론으로 자료를 분

석하고 장소 애착의 구조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지리

교육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장소 기억하기와 장소 애착

1. 장소 기억하기

1) 장소의 인식론

추상적이며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특성을 지니는 장소

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과 기억, 기대

나 꿈을 바탕으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된

다(Tuan, 1977, 구동회·심승희 역, 1995; 김혜진, 2018:277). 

이는 사람들이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주체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공간을 장소로 전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

억이 대상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측면에서 장소 

인식은 장소 기억의 선행 요건적 차원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Cresswell(2004:29-33)에 따르면, 인간이 장소를 어떻

게 파악하고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에 해당하는 장소의 

인식론에서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장소(place as being 

in the world)’와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장소(place as 

social construct)’가 상충되고 있다. 세계 내 존재로서의 

장소 인식에서는 장소가 사회적, 자연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이며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Casey(1997:342)는 메

를로퐁티(M. Merleau-Ponty)가 역설한 몸 주체(body- 

subject)의 영향을 받아 장소란 사람의 몸을 통해 고유성

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장소는 물질성

이 존재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며, 사람의 몸은 장소에 

존재하면서 지각을 통해 장소를 경험하고 이를 체현하

는 주체가 된다. 사람은 몸의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장

소를 발견하고 여러 장소를 이동하는데, 이와 같은 몸의 

움직임에서 요구되는 것이 정향이다. 살아 있는 몸은 정

향을 통해 자기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몸 그 자체가 장소

가 되거나 장소를 만들어 내게 된다. 우리가 장소를 이

해하고 장소의 일부라고 여기는 것은 일상적인 움직임

이라는 시공간에서 몸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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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참여하기 때문이다(Seamon, 1980:148-165).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장소 인식은 장소가 사회적인 

힘에 의해 형성된다는 관점이다. 이는 인간이 장소의 물

질적인 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현된 장소

는 사람들의 보는 양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사람들이 장소를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한다는 관점의 

경우 장소 내부에서 인간 개개인의 의도나 목적에 따른 

행동이나 실천이 중시되기보다는, 장소가 어떠한 사회

적 다맥락성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었는가의 과정에 집중

한다. 이와 관련하여 Massey(2005; 박경환 등, 2016:254)

는 장소가 단순히 지도 위의 점이나 구역이 아닌 공간과 

시간의 통합물로 공간-시간적 사건의 결정체에 해당하

는 것이므로 장소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체가 아

닌 과정의 연속, 즉 다중성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에 해당함을 강조하였다(Massey, 2005; 박경환 등, 

2016:268-270).

2) 장소의 기억론

장소의 고유성이 몸의 존재로 인식되는 것인지, 사회

적 구성물의 결과로서 개인에게 전달되는지의 관점이 

상호 간에 상충되고는 있으나, 그 기저에는 장소가 개인

에게는 하나의 기억으로 체득되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에 지리 영역에서 ‘장소와 기억’에 관한 연구

들은 주로 정체성 유지를 위한 집단의 기억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Johnson and Pratt, 2009:453-455). ‘대중의 

기억(popular memory)’,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으로도 불리는 집단의 기

억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국가, 인종 집단, 디아스

포라와 같이 넓은 스케일의 지리적 범위를 연구의 대상

으로 고려한다.

  “‘사회적 기억’, ‘대중의 기억’, ‘문화적 기억’으로도 불리

는 집단 기억은 사람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

는 개조된 기억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억들은 세계 내 장

소에서 국가적 내러티브와 관련됨으로써 사람들이 단일

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Hoelscher and Alderman, 2004:348-349)

최근까지 장소와 관련된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기억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집단의 기

억이 수많은 개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공동의 기억을 

집단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공

간, 감정, 물질성, 노화, 체현, 환경과의 지속성을 통해 

개인이 생성하는 기억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Jones and Garde-Hansen, 2012:2-3).

개인은 장소를 통해 기억을 형성하고,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며, 사람의 활동, 활동 간의 연계 그리고 애착, 편

안함, 속함의 감정을 국지화함으로써 망각으로부터 기

억을 보존한다.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기억에서 이야

기를 꺼낼 때 우선적 등장하는 것은 장소이다. 기억의 

내러티브에서 장소는 이야기의 주요한 배경이자 플롯에 

해당한다(Archibald, 2002:65-66). 사람들은 장소에 기반

해 자신과 자신의 주변 세계에 관한 내러티브를 기억하

고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사람의 기억이 과거

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일상적이고 반복적

인 행위는 마음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현재의 경험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에 새로운 의미가 부

여되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의 기억에서 장소는 전체적

인 기억 내러티브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며, 현재의 시

점과 과거의 기억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특정한 장소

가 특정한 기억을 회상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적 어포던

스(affordance)로 작용한다(Zhang and Patel, 2006:337; 

Gibson, 2015:118-119). 

Casey(2000:182-184) 역시 사람들은 장소에 존재하면

서 장소로부터 경험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것은 장소 구체적일 수밖에 없으며, 장소가 망각으로부

터 기억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이미 기억된 장소는 새로운 

장소가 일정한 순서로 기억되기 위한 참조 틀로 작용하

여 기억을 유지하는 작용을 담당하게 되며, Casey는 이와 

같은 기억에서 장소의 역할을 ‘기억의 위상학(topology 

of remembered)’으로 설명한다. Lewicka(2014:52-54)는 

장소 기억을 뇌의 정보처리 관점(Thompson and Madigan, 

2007:9)으로 접근하면서, 장소 기억이 장기 기억에 해당

하는 절차적 기억 및 일화적 기억과 관련됨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장소에 대한 절차적 기억으로 장소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일상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은 시공간

의 반복을 수행하는 데 이처럼 특정한 장소에서의 일상

적이며 반복적인 행위는 사람과 장소 간의 존재론적 관

계성을 형성함으로써 기억의 배경이자 근간을 이룬다. 

장소 기억은 또한 일화적 기억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특

정한 과거에 대한 향수를 유발하거나 장소 애착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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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제로 작용해 자아효능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유대 관계의 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McAdams, 

2008:244-246).

2. 장소 애착

1) 장소 애착의 의미와 특징

장소 애착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와 정서적인 유대

감으로 묶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Altman and Low, 

1992:2), 사람들이 장소에서 느끼는 친숙성은 장소에 대

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장소와의 유대감을 형성

하는 일차적인 요소로 작용한다(Giuliani, 2003:137). 장

소 애착은 근본적으로 평가적이며(Masterson et al., 

2017:2), 시간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영향을 받는

다(Tuan, 1977; 구동회·심승희 역, 1995:287).

장소 애착의 특징으로 첫째, 개인은 특정한 장소에 대

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등의 감정에 기반한 평가를 

한다. 특히, 장소 애착에서 일상적인 움직임과 휴식은 

장소의 평가를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Seamon, 2014:14).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휴식이 대부분인 일상생활에서 장

소가 가지는 정서적인 분위기나 울림을 전 성찰적인 것

으로 여겨져 사람들의 무의식 차원에 잠재되어 장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러나, 장소 애착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장소 애착의 질문에 반응한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무의

식에 존재하던 장소와 환경에 대한 감정을 언어나 그림

과 같은 도구를 통해 장소 애착을 의식의 수준으로 전환

하여 장소를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Lewicka, 2014).

둘째, 장소 애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요구된다(Tuan, 1977, 구동회·심승희 역, 1995:293-299). 

사람들은 장소에 대한 추상적 지식이나 경관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습득하지만, 장소에 대한 감정

의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 장소에 대한 

애착은 시각과 청각, 후각 등과 같은 감각적인 요소와 

일과 놀이와 같이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활동들이 조화

됨으로써 형성된다. 개인이 장소에서 애착을 느끼기 위

해서는 활동의 감각이 특별한 감정으로 전환되어 장소

에서 느끼는 감정을 당연시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

다. 하지만 장소 애착의 형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

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단기간의 강렬한 경험이 장소

에 대한 애착을 순간적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셋째, 장소 애착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에 영향을 받

는다. Margalit(2002:7-9)는 개인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

계성을 부모, 친구, 사랑하는 사람, 동향인처럼 감정적 

유대감이 크게 작용하는 ‘강한 관계성’과 주변의 남성, 

여성과 같이 낯설거나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약한 관계성’으로 구분하

였다. 그는 강한 관계성이 작용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애착이 약한 관계성이 작용하는 장소에 대한 애착보다 

크기 때문에, 개인과 주변인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장소 

애착을 유발하는 주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cannell and Gifford(2014:31)

는 사람들 사이의 불안정한 관계가 낮은 수준의 장소 애

착을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변인과의 인간

적 애착 관계가 장소 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밝히고 있다. 

장소 애착은 자아와 장소 간의 공조에 대한 신념인 ‘장

소 정체성’, 장소의 기능적 유용성인 ‘장소 의존’과 더불

어 장소에 대한 의미와 느낌에 해당하는 장소감(김덕현, 

1997:110)의 하위 요소로 설명되거나(Jorgensen and 

Stedman, 2001), 장소 정체성과 장소 의존을 하위 영역으

로 두고 ‘장소의 의미’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장소감을 형

성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Masterson et al., 2017:49). 

또한, 장소 애착이 개인 수준의 장소 정체성을 일반적인 

수준의 장소 정체성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기능적 요체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Belk(1992:38)는 

장소 애착을 개인의 장소 정체성 형성에서 감정적인 측

면의 평가 차원으로 제시한 Proshansky and Fabian 

(1987:39)의 견해를 받아들여 개인이 특정한 장소나 환경

에 애착되는 것은 장소를 우리 자아의 일부로 만드는 과

정의 결과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소 애착이란 개인 수

준의 장소 정체성이 일반적인 수준의 장소 정체성으로 확

장되는 선형적 과정의 중심체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

2) 장소 애착의 구조와 기능

장소 애착은 ‘장소와의 상호작용’, ‘장소 정체성’, ‘장소

의 발견’, ‘장소의 인식’, ‘장소의 창조’, ‘장소의 강화’라는 

6가지 과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장소와 관련된 6가

지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을 수행하면서 장소와 상호작용한다. 장소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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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상호작용은 장소에 대한 감정과 장소 정체성을 형

성하여 장소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장소가 주

는 즐거움이나 환경적 특성을 발견하여 장소를 유일하

거나 소중한 존재로 인식해 장소 애착을 느끼기도 하며, 

장소에 적합한 설계나 디자인과 같이 장소의 창조나 강

화를 통해 장소를 보호하거나 개선하여 더 좋은 장소가 

되도록 만들거나 지속해 장소 애착을 형성하기도 한다

(Seamon, 2014:19).

장소 애착은 사람들에게 네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

로 기능한다. 첫째, 장소 애착은 안전과 보호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Fried(2000)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심리

적인 만족감과 애착을 가진다. 따라서, 장소 애착은 개

인에게 안전하다는 사고를 인식시켜 행동 범위가 특정

한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근접성 유지 행위

(proximity-maintaining behaviors)를 유발한다. 둘째, 장

소 애착은 사람들에게 자기조절을 제공하여 목표를 달

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Korpela(1989)에 따르면 사람들

은 애착을 느끼는 장소에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은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인지와 감

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의 가능성을 제공해 사람

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촉

진한다. 셋째, 장소 애착은 과거와 미래의 행동을 연결

하는 연속성을 제공한다. Twigger-Ross and Uzzell(1996: 

214)에 따르면, 사람들은 장소에 대한 애착을 상징화시

켜 과거의 기억이나 일화로 저장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이나 일화가 현재의 장소에 머무르는 개인의 행동

이나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장소 애

착이 가지는 기능을 ‘장소-참조 연속성(place-referent 

continuity)’으로 제시한다. 넷째, 장소 애착은 사람들에

게 소속감을 제공한다. Giuliani(2003:144)에 따르면 상

대적으로 분명한 지리적 경계는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하여 장소 애착을 가지도록 

조장한다.

장소 애착에 관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장소 애착이 장

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심리적인 과정이자 결과물

(Fullilove, 1996)을 뛰어넘어 일종의 구조나 체계를 가지

고 있음을 강조한다. Woldoff(2002)는 장소 애착이란 주

요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장소는 사회적 유대감을 증

진하며 장소가 가진 물리적 특징과 관계되는 공동체에

서의 행동과 같은 일련의 행위 양식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다. Shumaker and Taylor(1983)는 장소 애착을 사

람과 그들의 거주 환경 사이의 나타나는 애착 관계로 정

의하고, 장소가 가지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 따

표 1. 장소 과정의 유형 및 내용

장소 과정 과정 내용

장소와의 상호작용

(place interaction)

장소와의 상호작용은 장소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을 통해 장소와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에 놓이게 되므로, 장소와의 상호작용 과정은 사람들의 행동, 행동이 

이루어지는 상황 및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소 정체성

(place identity)

장소 정체성은 하나의 장소가 세계의 특정한 일부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소

를 개인 정체성과 자존감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영역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 마음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소로부터 멀어지거나 고립될 경우 개인의 장소 정체성은 약화되기도 한다.

장소의 드러남

(place release)

장소의 드러남은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사건과 같은 뜻밖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장소와 관련된 예상 

밖의 경험이나 상황이 개인의 내면에 깊게 자리 잡게 되면 사람들은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한다.

장소의 인식

(place realization)

장소의 인식은 장소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의 인식은 장소가 가지는 물리적 특성

(예를 들어 경관)이나 장소와 결부된 인간의 활동, 한 장소가 다른 장소들과 차별화되는 분위기나 특징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장소를 알고, 접하며, 인정하게끔 만든다(예를 들어 파리다운, 이스탄

불다운). 하지만 부적절한 정책이나 몰이해적인 장소 설계, 관리의 부족과 자연재해와 같은 파괴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장소가 가지는 분위기가 흐려지거나 특징이 훼손되어 장소의 인식은 약화될 수 있다.

장소의 창조

(place creation)

장소의 창조는 창조적인 공공 정책이나 장소 설계와 같은 인간이 긍정적인 노력을 통해 특정한 장소를 더 

나은 장소로 만들어 나가는 인간의 활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장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

가의 요구를 잘못 이해하거나 무시하게 될 경우 장소 창조의 과정은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장소의 강화

(place intensification)

장소의 강화는 장소의 창조를 통해 만들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반영해 기존 장소

에 물리적, 공간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의 강화는 이를 통해 기존 장소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한다. 

출처 : Seamon, 2014: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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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람들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McMillan and Chavis(1986)는 장소 애착을 생

각할 때 항상 장소에만 얽매이기보다는 장소에 존재하

는 사람이나 환경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

하였으며, Clayton(2003)과 Mazumdar and Mazumdar(2004)

는 장소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요소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거주뿐만 아니라 단기간 머무르는 장소에서도 

장소 애착이 형성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Scannell and Gifford(2010:2-5)는 장소 애착의 구조성

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장소 애착의 삼분 모델

(The tripartite model of place attachment)’을 제시하였

다. 그들은 장소 애착의 형성이 장소가 가지는 사회적, 

물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전통적 관점

을 탈피하고, 개인의 장소 애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

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인지적, 행위적 과정까지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ltman and 

Low(1992:8)는 장소 애착이란 애착(감성, 인지, 실천), 

장소 다양성(지리적 규모, 특수성, 실제성), 행위자의 다

양성(개인, 집단, 문화),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개인, 집

단, 문화), 시간(과거, 현재, 미래) 요소의 패턴들이 종합

된 개념이며, 장소 애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소 애착

이 가지는 구조적인 복잡성을 파악하고 이를 동시에 고

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II. 연구 방법론

1. 근거이론의 활용

Glaser and Strauss(1967)가 미드(G. H. Mead)의 상징

적 상호작용이론에 기초하여 이론적 체계성을 완성한 

근거이론은 구체적인 현실 맥락에서 발견을 통해 이론

의 도출을 추구하기 때문에 집단 구성원인 인간의 심리

적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 유용성을 가진다(Glaser and 

Strauss, 1967:1). 근거이론은 연구자가 실제 연구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개념화, 추상화, 정교화해 

이론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연역적

이며 양적인 방법을 강조함으로써 높은 추상성을 가지

는 일반이론과는 차이가 있으며(Strauss and Corbin, 

1994:274),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의 발견 과정

으로 볼 수 있다(Strauss and Corbin, 1994:275; 1998; 신

경림 역, 2001:20).

근거이론에서는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단계

를 거쳐 하나의 이론을 개발하게 된다. 개방 코딩이란 원

자료에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을 발견하는 분석 과정

(Strauss and Corbin, 1990; 김수지·신경림 역, 1996:76)

이며, 축 코딩은 개방 코딩에서 확인된 하위 범주들 사이

에 관계를 만들면서 새로운 상위 범주를 형성하는 과정

이다(Strauss and Corbin, 1990; 김수지·신경림 역, 

1996:117). 본 연구에서는 Strauss의 근거 이론을 기반으

로 축 코딩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개입되

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러다임 모형(권향원, 2016:202)

을 적용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에서는 ‘인과적 조건’, ‘맥

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

과’의 인과적 관계에 따라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연결

하는 축 코딩의 구조가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축 코딩의 단계부터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상태에

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개방 코딩 과정에서 수집한 

개념들을 패러다임 모형이라는 준비된 틀에만 배치하게 

되므로 연구자의 주관성을 상대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선택 코딩은 축 코딩에서 드러난 범주들을 통합하고 정

교화하는 과정을 거쳐 핵심 범주를 설정해 하나의 이론

을 정립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축 코딩의 단계에

서 대학생의 장소 애착 구조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 연구 설계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및 인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2018년 2학기에 연구자가 출

강하였던 G교육대학교 ‘초등사회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의 수강생 77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 결과 

연구 참여자의 연령 구성은 20-25세가 71명, 26-30세가 

6명이었으며, 이들의 출신 지역별 거주지 분포는 서울 

13명, 경기 17명, 대전 18명, 대구 2명, 부산 3명, 충남 

7명, 경북 1명, 경남 5명, 전북 8명, 전남 3명 순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G시의 학교 기숙사 및 학교 인

근에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11명의 학생은 자

택에서 통학하고 있음이 설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8년 9월 

초 학생들에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기억 속에 존재

하는 장소들 가운데 애착을 느끼는 장소를 선정하고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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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을 느끼게 된 이유를 글로 제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2018년 10월 중에 이를 제출받았다.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해 제출된 글은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으며, 원 자료

의 전사 결과 A4 115매 분량의 자료가 생성되었다. 또한, 

동료 지리교사 1인(충남 아산시 T중학교 재직)에게 원 

자료와 전사 자료 간의 차이점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과

정을 거쳤으며, 확인 결과 전사된 내용과 원 자료와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근거이론에서는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수집한 방대한 

자료에서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이론을 형성해간다. 

따라서, 연구자에게는 전문적인 경험에 기초해 질적 자

료에 의미를 부여하는 통찰력인 이론적 민감성이 요구된

다(Glaser, 1998:164-165). 하지만 많은 양의 자료에서 유

의미한 단어나 구절을 의미 단위로 분절하고 개념과 하위 

범주로 코딩하는 일은 연구자를 인지적 한계에 도달하게 

만들어 유사 의미 단위를 다르게 코딩해 이론의 타당성을 

떨어트리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12를 활용함으로써 전사된 연구 자료들을 분류하

고 해석하는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시켜 효율적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Bazeley, 2007:6; Holton, 2007:287).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NVivo 

12에서 제공하는 군집 분석에 기반 한 Jaccard 계수를 

산출하여 코딩 결과의 유사성을 검증하였다. Jaccard 계

수는 코딩 중에 동시에 나타나는 주제어의 수를 코딩 전

체 주제어의 수로 나눈 것으로(김현우, 2012:80), 0~1 사

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0에 가까울수록 가장 유사하지 

않고,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박종원, 

2016:159). 본 연구에서는 개방 코딩의 Jaccard 계수가 

0.061~0.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 참여자의 반응이 

연구자가 설정한 코딩의 값으로 적절히 분류되어 개방 

코딩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IV. 연구 결과

1. 원 자료 분석

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77명의 응답자가 반응한 장소

는 117곳이었으며, 과거 머물렀던 장소를 응답한 빈도는 

100곳, 응답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를 응답한 빈도

는 17곳이었다. 과거 머물렀던 장소 100곳 중 장기간 머

물렀던 곳이나, 자주 방문하였던 곳이라고 제시한 장소

는 81곳이었으며, 일회적으로 방문한 장소는 19곳이었

다. 응답자의 반응과 관련된 구체적인 장소의 내용은 다

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응답 반응 장소

과거에 머물렀던 장소

장소 유형 빈도 장소 유형 빈도

동네 8 독서실 1

조부모댁 9(외가 8, 친가 1) 종교 시설 2

집 12 테마파크 1

놀이터 7 패스트푸드점 1

등학교길 7(초 5, 중 1, 고 1) 광장 1

산책로 3 병원 2

호수 2 공항 1

공원 4 산 4

학교 8(유 1, 초 2, 중 1, 고4) 국내 지역 11

도서관 4 해외 지역 8

재수학원 4

현재 머무르는 장소

장소 유형 빈도 장소 유형 빈도

동아리방 1 대학 인근 하천 산책로 5

기숙사 2 대학 인근 카페 2

자취방 5 터미널 2

* 장소 유형의 국내 지역(음영 표시)과 해외 지역(음영 표시)은 일회적 방문의 장소에 해당.

** 국내 지역으로는 부여, 평창, 공주, 논산, 계룡, 여수, 삼척, 제주(4)가 해당.

*** 해외 지역으로는 프라하(2), 로마, 보스턴, 싱가폴, 상해, 하노이, 오사카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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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 코딩을 통한 범주의 형성

본 연구에서는 원 자료에서 유의미한 단위를 분절하

여 159개념의 개념을 형성하였다. 이후 개념 간의 유사

성과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비교해 유사한 개념들을 43

개의 하위 범주로 범주화하였으며, 산출된 43개의 하위 

범주들에 대한 군집화를 통해 17개의 범주를 도출하였

다. 개방 코딩의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개방 코딩의 결과

하위 범주 범주

오랜 기간 자주 방문함

일상의 장소
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거주함

일상에서의 생활이 반복됨

내가 태어나 성장한 곳

특별한 추억을 남겨준 여행지
강렬한 경험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낌

주변을 탐색하면서 새로운 곳을 발견함 장소의 탐색과 발견

그리움의 느낌으로 장소를 떠올림

정서적 점화 효과

가슴 벅참의 느낌으로 장소를 떠올림

설렘의 느낌으로 장소를 떠올림

신비로움의 느낌으로 장소를 떠올림

평온함의 느낌으로 장소를 떠올림

감사함의 느낌으로 장소를 떠올림

행복함의 느낌으로 장소를 떠올림

소리로 장소를 떠올림

감각적 점화 효과냄새로 장소를 떠올림

색감으로 장소를 떠올림

시간의 흐름에도 변화하지 않는 곳
장소의 변화

장소의 변화를 기억함

아름다운 자연환경
자연환경의 우수성

생태의 풍요로움을 간직한 곳

시간이 지났음에도 생생하게 기억남

장소 애착의 기억마음 속 한 장면으로 남아 있음

가장 소중한 장소

힘든 현실로부터 일시적으로 도피한 곳

개인의 안식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한 곳

개인적 어려움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회복함

나만의 비밀을 간직한 곳

친지의 보살핌을 받은 곳
친족 유대감

가족과의 유대감이 커짐

유년 시절의 친구들과의 추억을 간직한 곳

집단 소속감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추억을 간직한 곳

또래 집단에서 소속감을 형성함

기능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곳 장소 편의성

스스로의 자아를 형성함 독립적 자아로의 성장

꿈을 키우면서 마음의 성장을 곳

내적 역량의 함양학업에 열중한 곳

성취의 기쁨을 느끼게 해준 곳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 관계 네트워크 형성

장소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함
장소에 의미 부여

나만이 알고 있는 장소명을 부여함

내가 장소의 일부로 존재함
장소와 동일시

자서전 같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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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 코딩을 통한 범주의 관계 맺기

본 연구에서는 축 코딩의 과정에서 개방 코딩 결과물

을 높은 수준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패러다임 모형을 적

용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에서는 개방 코딩의 결과로 도

출된 범주들이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 현상, 중

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와 연계되는 과정을 거

친다. 따라서 패러다임 모형은 ‘왜 현상이 발생하는가?’, 

‘현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건들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상호작용 및 결과와 어떻게 관련되는가의 

과정을 연결하여 제시하는 하나의 구조 틀이 형성된다.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범주를 재구성한 결과물은 다음

의 표 4와 같다.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떠한 현상을 발생시키거나 현상을 

변화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Strauss and Corbin, 

1990; 김수지·신경림 역, 1996:120). 본 연구에서는 인

과적 조건으로 일상의 장소, 강렬한 경험, 장소의 탐색과 

발견을 인과적 조건으로 범주화하였다.

(1) 일상의 장소

연구 참여자들 중 다수는 자신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장소 애착의 장소로 자주 방문했던 곳이나 오랜 기간 머

물렀던 곳, 태어나 성장했던 곳이나 반복적인 삶이 이루

어졌던 곳과 같은 특별하지 않으나 일상적인 삶이 지속되

었던 곳을 제시하고 있었다. 일상의 장소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반응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나는 그렇게 성장했고 그곳이 가장 그립다. 나는 모내

기를 보며 시작을 알았고 추수를 보며 이별을 배웠다. 찬

란하게 피었던 꽃들의 초라한 말년을 보며 청춘의 유한함

을 깨달았고 꽃이 지고 남기는 씨앗을 보며 인생의 역설을 

경험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자랐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족이 아닐까 싶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동네인 지족. 노은동인 듯

싶지만 엄연하게 지족동이라는 이름이 있는 동네이다. 

자주 하던 이사 도중 처음으로 정착하게 된 지족동은 나에

게 의미가 새로웠고 오랜 기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

다. 초, 중, 고를 졸업하면 받게 되는 소위 트리플 지족인

이 되었고 많은 추억들을 만들게 되었다.”

(2) 강렬한 경험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기억 속 애착의 장소로 일상

생활에서는 접하거나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한 장

소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강렬한 경험의 범주로 구분된 

대부분의 장소는 일시적으로 방문한 여행지들이 해당되

었다. 강렬한 경험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나에게 강렬하고도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준 곳은 체코

의 수도인 프라하이다... 스테인드글라스에 햇빛이 비치

어 학교 벽이 더욱 영롱하게 보였고, 벽돌만을 생각했던 

나의 고정 관념을 깼다. 외국 초등학교 사진은 많이 보았

지만 직접 본 것은 처음이라 더욱 신기하고 평생 잊지 못

할 광경이었다.”

표 4.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범주 재구성

패러다임 요소 범주 패러다임 요소 범주

인과적 조건

일상의 장소

강렬한 경험

장소의 탐색과 발견

중재적 조건

개인의 안식처

친족 유대감

집단 소속감

장소 편의성

맥락적 조건

정서적 점화 효과

감각적 점화 효과

장소의 변화

자연환경의 우수성

작용/상호작용

독립적 자아로의 성장

내적 역량의 함양

관계 네트워크 형성

중심 현상 장소 애착의 기억 결과
장소에 의미 부여

장소와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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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소에 대해 정말 뚜렷하게 느낀 경험이 있다... 바로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도시의 MIT 대학이다... 당시 MIT 

정문에는 쓰레기통 2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TRASH ONLY의 TR을 C로 바꾸어 CASH ONLY라고 낙서

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고 너무 창의적이고 귀엽다고 느

끼고 아 MIT 대학 다니는 사람은 다른가 보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었다.”

(3) 장소의 탐색과 발견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고 발

견하는 과정을 통해 특정한 장소를 애착의 장소로 기억

하고 있었다. 장소의 발견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6가지 

과정 중 하나로(Seamon, 2014:15), 연구 참여자들은 생

활 세계 주변에서 일상적인 개인의 행동 범위를 뛰어넘

어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이에 사적인 의미를 부여하

면서 장소 애착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장소의 탐색

과 발견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 어색하기도 하고 좀 겁이 많

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라서 집과 학교 근처만을 왔다 갔다 

했는데 곤충 채집을 좋아하는 친구와 매우 친해지면서 나

의 이동 범위는 점점 넓어졌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중 한 명씩을 길잡이 삼아 마을 탐방

을 하자고 하셨다. 신이 난 우리들은 서로 자기 마을을 먼

저 가자고 졸라댔다.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하고 마을 

탐방을 시작했다.”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상

황이나 문제들의 집합을 의미한다(Strauss and Corbin, 

1990; 김수지·신경림 역, 1996:122). 본 연구에서는 정

서적 점화 효과, 감각적 점화 효과, 장소의 변화, 자연환

경의 우수성을 맥락적 조건으로 범주화하였다.

(1) 정서적 점화 효과

연구 참여자들 중 다수는 애착의 장소를 특정한 감정

과 밀착시켜 기억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애착

의 장소와 연계된 정서는 그리움, 가슴 벅참, 설렘, 신비

로움, 평온함, 감사함, 행복함으로 특정되었으며, 정서적 

점화 효과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중 일부 사례

는 다음과 같다.

  “난 항상 예전에 살던 곳을 그리워한다. 처음 장소 애착 

과제에 대해 들었을 때 딱 예전 동네가 머릿속을 스쳐갔던 

이유도 아마 그곳을 마음 한구석에 항상 그리워하고 있었

기 때문인 것 같다.”

  “더운 여름에도 오빠와 내게 소중한 기억을 주려고, 수

풀 사이 빨간 산딸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했던 엄마

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 장소를 떠올릴 때마다 내

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가

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새기게 된다.”

(2) 감각적 점화 효과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장소에서 들었던 소리나 맡

았던 냄새, 시각적인 색감을 기억함으로써 장소를 회상

하였다. 감각적 점화 효과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반

응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비 오는 날의 아스팔트와 흙에서 나는 그 어딘가 즈음의 

냄새를 맡으면 아, 이건 안중 냄새인데 하는 생각이 번뜩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이 안중 냄새라는 것은 자주 맡기 

힘들어서 이 냄새가 나는 곳에서는 한동안 머물러 가기도 

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초록, 연두색일 정도로 인상

적이었다. 청각으로 들리는 새의 지저귐과 생활 소음은 

내가 이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그와 함

께 먹는 간식을 더할 나위 없이 맛있었다. 그와 더불어 손

을 뻗으면 감기는 풀들의 촉감과 그런 푸른 냄새들은 나를 

충분히 자극했다.”

(3) 장소의 변화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애착의 장소를 기억하는 이

유로 장소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에도 

변화하지 않는 장소의 모습이 장소를 기억하는 매개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기존 장소의 강화를 통한 장소의 

긍정적인 변화가 장소에 대한 애착의 감정을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장소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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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과 변함없는 외갓집은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

리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평소 외갓집을 특별하게 여긴다

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떠올려 보았을 때, 외갓집만큼 그립고 재미있는 추억이 

많은 장소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내가 중학교에 될 때 쯤 우리 집 같은 낡고 허름한 시골

집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유럽풍의 단독주택들이 저수지

를 끼고 생기기 시작했다. 덕분에 가파르고 정돈되지 않

았던 저수지가 잘 정돈되고 산책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곳이 되었다.”

(4) 자연환경의 우수성

참여자들 중 다수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태적 풍요

로움을 간직한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특정한 장소

에 애착을 형성함에 있어 자연환경적 조건이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의 거주 

공간에서 보기 힘든 자연 경관을 접했을 때 이를 강한 

자극으로 받아들여 장소를 기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

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활 세

계 주변에 존재하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우수성이 장소

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자연환경

의 우수성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중 일부 사례

는 다음과 같다.

  “스위스의 여행에서는 보름 정도 갔었고 가서 인생에서 

최고로 꼽을 수 있는 경치와 자연 경관을 보고 왔다.”

  “길은 계절마다 모습이 달라지는데 봄이 되면 큰 벚나무

에서 벚꽃이 피고 산책길 위쪽으로 있는 산에 노란 개나리

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여름에는 진한 색감으로 푸르른 

잎들이 많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강 가까이에 갈대들이 많

이 자랍니다. 사실 그게 갈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갈대처

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온 강이 꽝꽝 얼고 잎들

이 다져서 스산한 느낌도 들지만 햇빛이 많이 들어서 낮에 

가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3) 중심 현상: 장소 애착의 기억

중심 현상은 사람들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중심 생각

이나 사건으로, ‘여기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제시한다(Strauss and Corbin, 1990; 김수지·신경림 역, 

1996:120). 본 연구에서는 기억에서 회상한 장소의 애착

을 다루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났음에도 생생히 기억남, 

마음속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음, 가장 소중한 장소의 

개념을 장소 애착의 기억이라는 중심 현상으로 범주화

하였다. 중심 현상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여름 날 밖에는 초록색이 가득하고 매미 소리가 들려오

는 것만 같은 그 장소, 그 기억, 그 순간으로 박제된 것만 

같은 그 장소가 내 머리 속에 남아 떠나지 않고 눈만 감으

면 이토록 생생히 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자주 찾았던 도서관 옆 공원의 

평화로운 모습은 영원히 내 마음속의 사진으로 남게 되

었으며, 힘들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지는 못해도 마음으

로 그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위로 받곤 한다.”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 현상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발

생하는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의

미한다(Strauss and Corbin, 1990;김수지·신경림 역, 

1996:123).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안식처, 친족 유대감, 

집단 소속감, 장소 편의성이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미

치고 있었으며, 이를 중재적 조건으로 범주화하였다. 

(1) 개인의 안식처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애착의 장소에서 기억 당시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개인의 안식

처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회복하였

으며, 이를 개인적인 비밀로 기억하고 장소와 관련짓고 

있었다. 개인의 안식처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이 되어 마음이 많이 힘들 때 걸어서 삼십 분이

나 걸리는 궁남지를 밤마다 찾아갔습니다. 단정하게 교

복을 입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 궁남지는 

언제나 조용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녁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싶으면 중앙 연못가를 벗어나 연못 사이사

이의 돌길을 따라 끝없이 걸어가곤 했습니다.”

  “나는 학원 가방을 메고, 학원에 있을 시간 동안 밖에 있

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즉 학원을 다녀오는 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두세 시간을 산책만 하다가 들어가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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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추운 겨울이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내가 다니

는 집 앞의 꽤 큰 교회의 화장실이었다. 평일에 처음 간 교

회의 화장실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따뜻했다. 사람의 발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 좁은 칸이 나에게 마음

의 안식처라 되어준 것 같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온

전한 나만의 공간이 된 기분을 느꼈다.”

(2) 친족 유대감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가족과 친지의 보살핌으로 

안전과 보호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 장소를 기억하고 있

었으며,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자신이 현재까지 성

장하게 해준 바탕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Fried(2000)

가 제시한 장소 애착의 기능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부분으로, 친족 유대감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

의 반응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나는 어릴 적 부모님과 떨어져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

다. 아직 학교에 가야하는 토요일이 격주로 있을 때여서 

할머니께서는 늘 나와 내 동생을 데리러 학교까지 찾아와 

주시고는 했다. 학교와 우리 집은 걸어서 1시간 정도 가야

하는 버스를 타도 내려서 도로를 한참 따라 걸어와야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늘 토

요일이면 나를 데리러 오셨던 것 같다.”

  “이번 한주를 아프면서 엄마의 걱정과 사랑을 넘치게 받

으면서 선명하게 그 장소가 기억났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애틋한 장소가 아닐 수 없다. 어렸을 적에 나는 정말 입이 

짧고 밥을 잘 안 먹어 엄마, 아빠의 걱정거리였다. 평소보

다 더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쓰면 엄마는 식탁에 한가득 

차려진 밥을 도시락에 예쁘게 싸서 사는 집과는 거리가 조

금 먼 상주대학교에 데려 가셨다.”

(3) 집단 소속감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애착의 장소에서 유년 시절, 

학창 시절 친구들과의 추억이나 또래 집단에의 소속감

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 역량을 키워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집단 소속감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친구들과 함께 놀던 그 놀이터는 저에게 유치원 학교와 

함께 사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장소였고 더불어 

여러 사건을 겪으며 성숙해가는 경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의 유년 시절에는 집에서 가까운 놀이터

에서 잘 모르는 아이들과 소속감을 형성하며 노는 것이 대

다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때에는 스마트폰도 없었

고, 아이들에게 휴대폰이 주어지는 것은 일부 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미리 약속시

간을 정해 만나거나 서로의 집 전화번호를 외워가 전화를 

함으로써 약속을 잡곤 했다.”

(4) 장소 편의성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장소가 제공하는 기능적 편

의성을 통해 독립된 자아로 성장하거나 내적 역량을 함

양한 것을 애착의 장소를 기억하는 매개로 인식하고 있

었다. 장소 편의성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또한 여기서 과외를 하면서 과외비를 벌기 때문에 내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선물해주는 중요한 장소이고, 

독립한 덕분에 집에 늦게 들어가도 돼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번 년도 6월쯤에 지금 사는 방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 

자취방에서 자는 첫날 밤 나는 세상 행복했다. 내가 좋아

하는 미드를 실컷 이어폰 없이 가족들 신경 쓰지 않고 대

사까지 따라하면서 내내 보고 침대에 누워서 여유를 즐

겼다.”

5) 작용/상호작용

작용/상조작용은 중심 현상에 대처하거나 중심 현상

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식

으로 중심 현상에 대한 반응을 의미한다(Strauss and 

Corbin, 1990; 김수지·신경림 역, 1996:124). 본 연구에

서는 독립적 자아로의 성장, 내적 역량의 함양, 관계 네

트워크 형성을 작용/상호작용으로 범주화하였다.

(1) 독립적 자아로의 성장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애착의 감정을 느끼는 장소

에서 스스로가 독립된 자아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언급

하고 있다. 이는 Korpela(1989)가 장소 애착이 자기 조절

에 효과적이라는 주장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서 연구 참여자들은 애착 장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스스

로가 성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독립적 자아로

의 성장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중 일부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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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그저 나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고 오히려 나보다 더 사회에 빨리 나와 빠릿빠릿

하게 일 처리를 잘하고 윗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다른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이 느릴 

때 주문이 꼬였을 때, 발권을 잘 못했을 때마다 도움을 받

는 나를 보면서 학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

나 생각했다. 그리고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없는 것을 

같이 깨닫는다.”

  “그냥 수능 끝나고 학원에서 알바 한 게 뭐가 그렇게 대

수이고 특별한 일인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곳

은 나의 소박하지만 나름의 열정을 불태웠던 장소였고 교

사로의 꿈을 더 크게 먹도록 한 곳이다. 지금은 방학 때 다

른 일로 바쁘고 해서 본가로 내려가지 않고 공주에 있어서 

학원에서 일하거나 할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저 곳을 생각

하거나 근처를 지날 기회가 생기면 다시 교육에 대한 잠자

고 있던 열정이 타오르는 것만 같다.”

(2) 내적 역량의 함양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장소 애착의 기억에서 학업

에 열중함으로써 성취를 느꼈으며 꿈과 마음이 성장하

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라는 연구 참여자들

의 사회적 위치가 반영된 결과일 수는 있으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능력 함양이 장소 애착의 기억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의미한다. 내적 역량의 함양과 관련된 연구 참

여자들의 반응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때 다락방은 나에게 서재였다. 집중력이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시끄럽거나 낯선 환경에서는 공부하기

가 어려웠는데 다락방은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이었기

에 작은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 돌이켜 생각해보면 실수를 한 

결정이 후회되지 않고 나중에 후회 없도록 해볼 만큼 해봤

단 생각이 들어 오히려 잘한 결정이다. 또한 삼수를 하면

서 인내심도 기르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 무엇보다도 

정말 노력하면 된다는 교훈을 경험을 통해 직접 얻었다.”

(3) 관계 네트워크의 형성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장소 애착의 기억에서 소수 

타인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전경으로, 관련된 특정한 

장소를 배경으로 인식하여 장소와 상호작용하고 있었

다. 관계 네트워크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반

응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어떤 장소가 의미 있게 된다는 것은 그 장소 자체

가 특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때 그 장소에 누구와 함께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

한다.”

“나에게도 언니들이 생겼기 때문이다(편의상 언니들

을 1과 2로 지칭하겠습니다). 언니들과 같이 놀다 보면 

자매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하는 언

니들이다. 언니들과 매일 같이 다님으로 인해 206호에 

들락거리면서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

6) 결과

결과는 중심 현상과 관계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

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과는 항상 예측할 수 있거나 의도

한 대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때로는 작용/상호작용에 따

라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결과까지 

다루는 일은 근거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Strauss 

and Corbin, 1990, 김수지·신경림 역, 1996:126). 본 연

구에서는 장소에 의미 부여와 장소와 동일시를 결과로 

범주화하였다.

(1) 장소에 의미 부여

연구 참여자들은 장소 애착의 기억을 통해 개인적 장

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장소에 대한 의

미 부여 과정에서 자신만의 알고 있는 장소의 이름을 명

명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장소에 의미 부여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오솔길은 별다른 이름이 없었지

만 나는 그 길을 다람쥐 길이라고 불렀다.”

  “몇 번의 실패 이후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을 

내딛은 교대 역은 나에게는 최후의 시도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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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와 동일시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장소 애착의 기억을 통해 장

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장소의 일부로 

동일시하고 있었다. 장소와 동일시와 관련된 연구 참여

자들의 반응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한 공간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장소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내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중학교에 가장 

애착을 느끼는 장소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학교 자체가 

나의 자서전 같기 때문이다.”

4. 선택 코딩을 통한 장소 애착 구조의 도출

선택 코딩이란 각 범주들을 통합하는 핵심 범주를 설

정하는, 일종의 추상화로 패러다임 모형의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이론화하는 단계이다(Strauss and Corbin, 1990; 

김수지·신경림 역, 1996:128). 축 코딩에서 도출되는 핵

심 범주는 다른 범주들을 통합하고, 범주들 사이에서 나

타나는 변화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범주를 밝

히기 위한 기법에는 이야기 개요나 도표, 메도 등이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개요 작성을 통해 ‘장소 애착 

기억의 회상으로 사적인 장소의 의미를 인식하기’라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대학생의 장소 애착 기억에 관

한 패러다임 모형을 도식화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최종적으로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기 위해 선택 코딩

으로 도출한 핵심 범주와 이론의 형성 과정에 해당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모두 고려하여 구조화한 장소 애착 구

조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장소 애착의 구조화 모형과 관련하여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신체의 감각과 경험이 인지적 작용에 영향

을 미치는 체화된 인지(김민성, 2019:2)를 통해 일상의 

장소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 장소와의 애착을 기억한

다. 그들은 애착의 장소에서 독립적인 자아로 성장하면

서 내적 역량을 함양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 네트워크

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고 장소 

정체성은 장소의 애착을 강화한다. 장소 의존에 해당하

는 장소의 편의성이나 장소가 제공하는 정서적 안정감, 

주변 사람들 사이의 강한 관계성은 장소에서의 상호작

용을 촉진하여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장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발견하도록 조장한다. Schacter(1989: 

683-684)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식적인 사고와 무의식적

인 기억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데,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저장되어 있거나 정보가 나

열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기억을 의식

적으로 회상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과정에서 현

재의 시점으로 조직되거나 재조직될 수 있다. Weiss(1999) 

역시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기억에 존재하는 과거란 본

질적인 것으로 가공되지 않은 재료이므로 현재의 시점

에서 기억이 가지는 잠재적인 가능성은 과거의 시간을 

통과하는 마음의 눈이 가지는 창조적인 힘에 달려있음

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애

착을 가진 장소에 대한 의미 형성은 현재의 시점에서 재

구성된 장소 애착의 의미에 해당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애착의 장소에 관한 개인의 의미 부여나 의미 형성은 

가변적이게 된다.

IV. 결론 및 지리교육에의 함의

사람들은 장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장소와 유대감 쌓

으면서 장소 애착을 형성한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림 1. 대학생 장소 애착 기억의 패러다임 모형

그림 2. 장소 애착의 구조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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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경험으로부터 체현된 장소 애착은 사람들에게 단

수 또는 복수의 기억으로 남아 사람들이 현재의 시각으

로 장소 애착을 해석하게 만든다. 개인의 기억 속 흔적

의 일부로 남아 있는 장소는 생활 세계와 결부되어 단순

히 과거를 떠올리기 위한 매개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치부되어 퇴행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하

지만 Agnew(2005:83-85)가 최근 장소의 동질성이 상실

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장소가 사회적인 뿌리내

림과 경관의 지속을 위한 배경임을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이 장소의 애착을 기억하는 것 역시 실존적 

존재로써 나의 자아를 아상블라주화 하는 주요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77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과거부터 현재까

지 애착의 장소를 주제로 작성한 글을 원 자료로 수집하

고 근거이론과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장

소 애착의 구조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

한 것은 장소 애착은 평가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현재의 

장소만을 대상으로 장소 애착의 구조를 파악하기보다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애착의 장소

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장소 애착 구조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 더 높은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오랜 기

간 머무른 일상의 장소를 애착의 장소로 기억하고 있었

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 장소에도 

애착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장소에서 느꼈던 감각이

나 정서, 장소의 변화나 자연환경의 우수성은 연구 참여

자들이 장소 애착을 기억하고 이를 회상하기 위한 맥락

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재의 관점으

로 과거 애착의 장소를 평가하는 동시에 장소에서 독립

적 자아로 성장하거나 내적 역량을 함양하고 사람들 간

의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음을 밝히고 있었으며, 애

착의 장소에서 느꼈던 개인적 안정감,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이나 소속감, 장소가 제공하는 편의성을 고려하

여 장소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장소와의 동일시 

반응을 드러냈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 애착의 기억에 관

한 귀납적 접근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구조화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소 애착의 구조는 근거이론의 패러다

임 기법을 추상화한 것으로, 장소 애착의 구조화 모형을 

토대로 연구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 애착은 몸의 체현으로 기억된다. 연구에 참

여한 대학생들은 자신이 머물렀던 장소에서 몸의 체현

을 통해 장소의 인식을 기억하고 애착이라는 정서적 감

정을 형성하였다. 몸이 체현한 장소의 기억은 체화된 인

지를 형성하였으며, 몸을 통해 느낀 오감은 시간적 흐름

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애착의 장소를 회상하는 어포

던스로 작용하였다. 이는 개인 수준의 장소 애착 형성과 

기억은 몸이 마음으로부터 분리되어 정신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련의 인지적 작용이 아님을 시사한다.

둘째, 장소 애착은 장소 의존에 영향을 받으면서 장소 

정체성과 상호작용한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장

소의 기능적 측면에 해당하는 장소 의존이 장소에 애착

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

고 있다. 또한, 장소 의존은 개인적 수준에서 장소에 대

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장소 

정체성은 개인이 장소 애착을 기억하고 이를 회상하도

록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은 

장소 정체성과 장소 의존이 장소 애착의 하위 개념에 해

당하는 것이 아닌 수평적인 연계망 구조에서 하나의 구

성체에 해당함을 뜻하며, 이는 장소 애착을 장소 정체성

이나 장소 의존, 유대 관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의 다중 

구조화된 개념체로 설명하는 Hernández et al.(2014:127)

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셋째, 장소 애착은 개인이 장소에 의미를 부여함에 있

어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

은 평가적인 반응으로 현재의 시점과 관점에서 장소에 

대한 사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누군가에게는 공간으

로 받아들여지는 곳을 장소로 전환해 기억하고 있었다. 

장소에 대한 평가적인 반응은 장소 애착의 기본적인 조

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장소에 대한 의미 부여가 

개인이 공간을 장소로 인식함에 있어 애착은 가장 근본

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동시에 동기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장소에 대한 의미 부여는 

애착의 감정을 강화함으로써 특정한 장소가 기억 속에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촉진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론은 학교 지리 교육에서 두 가지 

측면의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학교 지리 교육에서 실

제 장소에 기반 한 몸 주체적 지리 활동의 확대가 요구된

다. 장소 애착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실제 반응 및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몸을 통한 직접 경험은 학습자가 장소를 

온전히 이해하고 동일시의 대상으로 장소를 내면화하는 

핵심적인 요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생활 세계 주변의 

지리 답사나 체험과 같이 몸의 오감을 자극하는 학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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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수업은 장소에 대한 학습자의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지리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

미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 수업에서 장소 애착을 학습의 주제로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인 대학생들 대부

분은 애착을 느꼈던 장소로 그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하던 유년기나 학령기 시절 머물렀던 장소를 응답

하였다. 이것은 애착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존 볼비

(John Bowlby)의 설명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Bowlby 

(Cervone et al., 2013; 민경환 등, 2015:168)에 따르면 사

람들에게는 생득적으로 타고 나는 애착 행동 체계가 존

재하는데, 유년 시절 애착의 대상인 성인은 유아에게 안

정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상징적인 정신적 표상화를 

통해 유아의 성격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애착 

이론에서 유아에게 미치는 성인의 영향과 같이, 장소 또

한 애착의 대상으로 개인에게 성격을 형성하는 안정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장소가 개인에게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도 참여자들의 반응에서 이와 같은 측면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전인적 성장에서 장소가 가지는 영향력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등 교육에서 장소 애착을 

학습의 대상으로 다룰 경우 장소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의 증대뿐만 아니라, 지리 학습을 통한 마음의 성장과 

자아의 확립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 방법 상의 일부 한계점도 존재

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의 수준이 낮은 실체 이론(Glaser, 2007:99-100)에 머무

르고 있으며, 자료 수집의 제한으로 인해 대학생 이외의 

초, 중등 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장소 애착의 반응

을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장소 애착과 관련된 기

존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근거이론을 통해 장

소 애착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범주화하고 요

인들 간의 상관성에 기초하여 구조화 모델 도출을 시도

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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