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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연구의 배경과 목적연구의 배경과 목적연구의 배경과 목적연구의 배경과 목적1.1.1.1.1.1.1.1.

최근까지 국내 상업시설의 형태의 종류는 재래시장으

로부터 진화된 골목형 상업시설과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발생된 근린상업시설 그리고 한국형으로 변형 발전된 일,

본식 백화점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었다 그러나 근래 들.

어 대형유통사를 중심으로 쇼핑과 오락시설을 통합한 도

심형 복합쇼핑센터인 UEC(Urban Entertainment Center)

와 서구형 전문상업시설인 스트릿 몰 이 도입(Street Mall)

*
이 논문은 년도 홍익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지2009

원되었음.

되면서 국내 상업시설 유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러한 대규모 전문상업시설의 등장은 관련 건축 프

로세스의 전문성의 필요함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스트릿 몰

의 건축계획분야는 리테일 컨설팅 분야나(Street Mall)

다른 관련 업계와의 전문지식 및 정보의 체계적인 교류

없이 개발업체 혹은 건축설계업체의 제한된 접근에서 얻

어진 분석 조사 결과물을 스트릿 몰의 건축설계 계획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스트릿 몰의 활성화에 미치는 여러 요

소 중 건축계획 특히 매장공간 구성요소와 영업 활성화,

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

립하여 스트릿 몰 매장배분계획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용

스트릿 몰 의 매장 배분계획과 영업활성화의 관계스트릿 몰 의 매장 배분계획과 영업활성화의 관계스트릿 몰 의 매장 배분계획과 영업활성화의 관계스트릿 몰 의 매장 배분계획과 영업활성화의 관계(Street Mall)(Street Mall)(Street Mall)(Street Mall)

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연구*
국내 스트릿 몰의 사례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of store unit configuration and business activation of street mallResearch on the relationship of store unit configuration and business activation of street mallResearch on the relationship of store unit configuration and business activation of street mallResearch on the relationship of store unit configuration and business activation of street mall
- Based on case studies of street malls in Korea -

AuthorAuthorAuthorAuthor 우승현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실내건축학과 전임강사 미국건축사Woo, Seung-Hyun / , ,

윤혜경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전임강사 건축학박사Yoon, Hea-Kyung / , ,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is research was undertaken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et mall activation and architectural plan

design.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analysis of data of two existing street malls in

Korea (Western Dome & LaFesta) and theoretical studies of outdoor space desig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building blocks with segments in every 50m or so are ideal for detailed communication

between visitors and building contents. Second, the ratio of width of main corridor and building height should be

less than 1 to provide intimate feel and keep visitors' attention concentrated in the facility. Third, store unit should

have more storefronts to be exposed more to passers-by and lead more pedestrian traffic. Fourth, shape of store

unit would rather be wide and shallow, instead of narrow and deep, to have more exposure to the central

corridor. Fifth, the building block of the busiest(most expensive) area that is usually at the main entrance area of

street mall should be flexible to fit more smaller units to maximize the profitability. Sixth, the main entrance of

store should face the main pedestrian corridor to induce the influx of visitors. Lastly seventh, anchor tenant that

has strong name recognition is usually located on basement or higher level to induce pedestrian traffic into the

mall, key tenants that are strong and familiar brand names should be located at the corner of building block with

spacing to attract visitors, provide even distribution of traffic, and support wayfinding, and local tenant should be

located at small units along the central corridor or remainder spaces occurred from building core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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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솔루션 제시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범위연구 방법 및 범위연구 방법 및 범위연구 방법 및 범위1.2.1.2.1.2.1.2.

현대 사회의 소비 트랜드는 대중의 라이프스타일을 대

변한다 상업시설은 바로 이 라이프스타일의 형성에 필.

요한 조건 들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need)

함으로써 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수익창출과 서비스향상

의 순환구조를 도모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상업시설의.

공간 방문객 판매 상품 그리고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 , ,

에 대한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상업시설(interaction)

활성화에 대한 사전사후계획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스트릿 몰의 소비자행태에 대한 이론.

과 리테일 컨설팅 업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건축된 스트릿 몰 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통(Street Mall)

해 매장공간 배분계획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목적인 스트릿 몰

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매장공간 배분계획의 지침을 도

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계획요소의 수립과 적용

방법의 선택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의 초기 단.

계로 대형 건축공간의 일반적인 평면계획에 반영될 건축

적 식별성 접근성 단순성과 같은 평면계획의 구성요건, ,

에 대해 논하고 본 연구의 진행체계의 두 가지 틀인 스‘

트릿 몰 내 평면계획 구성요건 및 평면계획 및 매장조’ ‘

합에 대한 지침을 위한 근거 분석으로부터 접근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연구 방법 및 범위의 설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스트릿 몰의 매장공간 배분계획에 대한 자료와,

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의 결론 도출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곳의 국내 스트릿 몰 일산(

웨스턴 돔 일산 라페스타 의 기본 구성요소들 즉 건물, ) ,

블록의 배치형태 매장의 형태와 크기 매장의 배치 등의, ,

조합 방식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거쳐 매장공간 배

분계획과 스트릿 몰의 영업 활성화의 관계를 도출해 내

고자한다.

둘째 스트릿 몰 공간에 반응하는 방문객의 행태와 이,

동 경로는 매장공간의 구성요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 그것을 매장의 시장가 비교를 통해 매장배분 계획지

침의 논리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에서 보여지는 건축의 평면계획 구성조< 1>

건과 세부구성요건과 같은 길찾기 요인들은 보행자도로

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선형 의 스트릿 몰에서 두(Linear)

드러지는 건축적 특징으로 매장공간 배분계획과 영업 활

성화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앞서 먼저 언급하고

자 한다.

구성조건1) 세부 환경요소 및 체크리스트

건축적 식별성

(Architectural Difference)

건축공간의 이질적 처리-

공간 상호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처리-

건축적 이미지의 장소별 차별화-

시지각적 접근성

(Perceptual Access)

수평 수평 수평 수직 동선간 연속적 연결- - , -

수평 수직이동동선 코어의 가시성 확보- , ,

방위전환의 수를 줄이는 수직이동동선-

평면형상의 단순성

(Plan Simplicity)

평면구성의 논리성과 질서-

위계적 공간구성-

중심성 대칭성을 내포한 평면- ,

명확한 기능배치-

표 평면계획 구성조건과 공간요소의 관계< 1>

개별

환경

요인

세부 구성요건2) 구체적 환경요소

건축적

식별성

건축공간의 차별화 계획

스퀘어 코트야드 랜드마크- , ,

중심적 공간 역할 공간의- ,

리듬감 부여

통로부 획일성제거 인지- : ,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요소,

입구부 인식 용이한 디자인- : ,

암시 가능한 요소

색채 디자인 조명 요소의 변화, , ,

특정시설에 대한 목적성 및 인지

성 광장 영화관 등( , , Food Court )

통로부에 대한 디자인 변화 입구,

부에 대한 식별성 및 인지

시각적

접근성

평면상의 동선의 연속적 연결

건물내부에 위치한 코어

점포 전면부의 투명성 확보

이동로에서의 방향판단의 용이성

주동선과의 시각적 접근성

코어의 인지성

시야의 범위

참조점에 대한 시각적 접근성

평면의

단순성

합리적인 공간배치

명료한 건축적 Wayfinding

중앙통로의 기능적 폭과 시야

범위

동선의 위계성 중심성 명료성, ,

중심동선과의 연계정도

시각적 개방감

평면 형태의 기억정도

이동공간의 폭 높이,

방향전환 수

표< 2 공간구획 지침을 위한 세부요건>

1) 원문: Weisman G., Wayfinding in the built Environment: A study

in Architectural legibility. Ann Arbor, MI Doctoral Dissertation,

의 연구는 길찾기에The Univ. of Michigan, 1979. Weisman. G.D

대한 공간구조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량적 연구방법인

공간구문론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송세영송병하Space Syntax( ) . ,

복합 상업시설에서의 방문객의 경로선택과 통행량에 관한 연구 한,

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권 통권 호 년 월 표14 52 , 2005 10 , p.238 <

에서 참조함1> .

2) 송세영송병하 앞의 논문 표 에서 참조함, , p.239 < 2> .

그림 건축적 개별 환경요인과 관련테넌트의 종류< 1>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권 호 통권 호18 6 77 _ 2009.12204204204204

스트릿 몰의 평면계획 구성요소스트릿 몰의 평면계획 구성요소스트릿 몰의 평면계획 구성요소스트릿 몰의 평면계획 구성요소2.2.2.2.

스트릿 몰 의 정의와 특징스트릿 몰 의 정의와 특징스트릿 몰 의 정의와 특징스트릿 몰 의 정의와 특징2.1. (Street Mall)2.1. (Street Mall)2.1. (Street Mall)2.1. (Street Mall)

스트릿 몰 이란 보행자 전용 상점가를 지(Street Mall)

칭하는 용어로 중앙거리를 중심으로 양쪽에 상점들이 들

어서 있는 형태의 쇼핑몰을 뜻한다 최근 국내에도 대도.

시를 중심으로 서구형 스트릿 몰의 대규모 상업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한국의 소비행태에 맞게 변형된 맞춤형

스트릿 몰이 개발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트릿 몰은 그 구성의 속성상 동선이나 공간의 구성요

소가 선형 으로 밀집형 상업시설에 비해 입지적(Linear)

조건이 유리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통행 동선과 순환 동

선의 유입이 용이해 공실률 발생이 적다 또한 브랜드. ,

케릭터시설 등의 이미지가 구축된 컨텐츠를 실내외의 집

객력 높은 영역으로 도입하기 용이하며 밀집형보다 엔터

테인먼트 시설이나 문화 시설 등과의 접목이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3)

평면블록의 구성요소평면블록의 구성요소평면블록의 구성요소평면블록의 구성요소2.2.2.2.2.2.2.2.

상업시설 디자인 컨셉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면 구체적

인 평면계획이 시작되는데 선형의 특징을 지닌 스트릿

몰의 기본평면계획은 시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과연 어

떻게 방문객들을 단지 내부로 안내 할 것인가에(navigate)

3) 컨설팅용역IFEZ Arts Center Development Co., MD , JPMC,

중 부분인용2008.10.-2009.01.

서 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해 순차적으로 방문객들이 경.

험하게 되는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느냐가 주요관건

이다 스트릿 몰에서의 평면계획을 이루는 주요 구성요.

소는 표 에서 보여지는 세부요건들을 바탕으로 계획< 2>

되는 다양한 형태의 상점들 주차장을 포함(Store Unit),

한 수직동선을 연결하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 전기 및,

설비시설 화장실로 이루어지는 코어 그 외 사무, (Core),

실이나 편의 및 지원 시설들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는 평면구조의 형태와 단지 내 상권 활성화의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분석결과는 인접상권과 입지여

건이 비슷하고 서로 인접해 있는 일산의 웨스턴 돔과 라

페스타 두 곳의 자료들을 비교하여 도출해 내었다.

평면계획구성요소와 상권활성화의 관계평면계획구성요소와 상권활성화의 관계평면계획구성요소와 상권활성화의 관계평면계획구성요소와 상권활성화의 관계3.3.3.3.

그림 평면계획 구성요소와 상권활성화 관계도< 2>

위의 관계도는 표 과 표 에 언급된 평면계획< 1> < 2>

그림 웨스턴 돔 지상층 평면< 3>

그림 라페스타 지상층 평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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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즉 식별성 접근성 단순성이 상권 활성화에, , ,

미치는 영향을 표시한 것으로 본 장에서는 그의 구체적3

요건인 통로의 길이와 폭 그리고 주시거리와 집객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업 활성화를 위한 매장공간 배분의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장에서는 이러한4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계획된 스트릿 몰의 평면형태와 시

장가 비교를 사례조사를 통해 단위매장의 특성이라는 측

면에서 영업활성화에 이르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지 내 보행통로의 길이와 주시거리의 관계단지 내 보행통로의 길이와 주시거리의 관계단지 내 보행통로의 길이와 주시거리의 관계단지 내 보행통로의 길이와 주시거리의 관계3.1.3.1.3.1.3.1.

인류학자 은 시티블록의 기본단위를Edward T. Hall

마일 약 로 보았는데0.1 ( 160m) 4) 그림 에서 나타나< 5, 6>

듯이 웨스턴 돔과 라페스타 두 경우 모두 단지전체의,

길이는 각각 와 지만 단지 내에서 약 와270m 330m 100m

길이의 건물블록 분절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130m .

는 보행자들이 시각적 심리적 피로를 느끼지 않고 한,

번에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 블록의 길이가 시티

블록의 기본단위인 미만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는160m

실례라 하겠다 또한 건축공간의 만남의 거리인 거. ‘ ‘ 80m

리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이나 사람과 사물간의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에서 사이의 거리에30m 50m

서는 상호간 구체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한데5) 웨스턴 돔

의 경우 단지 입구지점으로부터 각각 약, 50m, 130m,

길이의 단지블록을 계획하고 중앙의 블록내50m 130m

부에 내외의 소규모 공간적 분할을 두어 단지50-60m

내 모든 건물이 내외에서 방문객들에게 시설에 대50m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상권 활성화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웨스턴 돔과 라. ,

페스타 두 경우 모두 공간적 분할이 일어나는 지점에는,

스퀘어 코트야드 등 공간의 쉼표 역할을 하는 휴식공간,

이나 랜드마크 이벤트 광장 등의 분위기 전환요소를 두,

어 건축적 차별화를 제공하고 길찾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4) 다카시 타하하시 외 정무웅 외 역 환경과 공간 태림문화사, , , , 1997

인용

5) 일본건축학회 박영기김상호배현진도경석 공역 건축 도시계,

획을 위한 공간학 기문당, , 2000. 8, pp.14-15.

그림 라페스타 주시거리< 6>

단지 내 보행통로의 폭과 집객력의 관계단지 내 보행통로의 폭과 집객력의 관계단지 내 보행통로의 폭과 집객력의 관계단지 내 보행통로의 폭과 집객력의 관계3.2.3.2.3.2.3.2.

단지 내 중앙통로에서 방문객들이 이동하면서 양방향

의 상점들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통로의 폭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폭이 너무 넓으면 보행자들은 자신에게 가까

운 한방향의 시설만을 인식하고 이동하며 그 동선은 단

순 통과동선이 되기 쉽다 반대로 통로의 폭이 너무 좁.

으면 양방향으로의 동선의 흐름을 방해하여 심리적 육,

체적인 피로를 유발시킨다 그림 은 요시노부 아시. < 7>

하라의 속 외부공간의 미학 중 가로 폭에 대한 분석「 」

을 도식화 한 것으로 도로 폭이 미터 이상일 경우 동10

양적인 독특한 혼잡 번화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며 가·

로의 폭 과 이에 면하는 건물높이 와의 비율(D) (H) (D/H)

이 미만이어야 변화와 리듬이 있는 가로형성이 이루어1

지고 통로에 면한 건물이 두층 이상일 경우 폭은 최소,

이상이 되어야 한다8m .6) 그림 과 그림 은 웨< 8> < 9a>

스턴 돔과 라페스타 중앙 보행통로 폭에 대한 비교자료

로 실제 스트릿 몰에서의 방문객들의 체류시간과 영업

활성화의 관계를 보여준다 보행자 도로 폭과 건물 높이.

의 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의 값이 보다 큰 라페D/H 1

스타의 경우 의 값이 보다 작은 웨스턴 돔에 비해D/H 1

통과동선이 많아 단지 내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짧고 영

업 활성화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D/H ≤≤≤≤ 1

그림 보행자 도로폭과 건물높이의 비율< 7>

그림 웨스턴 돔 보행자< 8>

통로폭

D/H < 1D/H < 1D/H < 1D/H < 1

그림 라페스타 보행자< 9>

통로폭

D/H > 1D/H > 1D/H > 1D/H > 1

6) 요시노부 아시하라 속 외부공간의 미학 기문당, , , 1991.11, pp.66-69

그림 웨스턴 돔 주시거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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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최근 시설의 외부용 테이블과 의자를 배F/B

치할 경우 테라스 공간을 고려해 약 정도의 공간이 더2m

필요하며 최소 권장 폭인 인 경우 최소 통로 폭을 확보8m

하여 양방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양방향 이상의10m

경우는 통로 중앙에 아일랜드 형태의 미니숖이나 키오스

크를 배치하여 영업 활성화요소로 이용할 수 있다.

단위점포 평면형태와 시장가의 관계단위점포 평면형태와 시장가의 관계단위점포 평면형태와 시장가의 관계단위점포 평면형태와 시장가의 관계4.4.4.4. 7)7)7)7)

다음 단계로 분양 후 안정적인 상권이 형성된 시점에

서 시장가가 설정 된 스트릿 몰 두 곳의 점포의 평면형

태와 점포 시장가의 비교를 통해 영업 활성화와의 관계

를 도출해 내었다 점포의 시장가와 상권 활성화는 수익.

성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다음은 그 관계

를 뒷받침하는 비교분석 자료이다.8)

점포개방성에 따른 평당 시장가 비교점포개방성에 따른 평당 시장가 비교점포개방성에 따른 평당 시장가 비교점포개방성에 따른 평당 시장가 비교4.1.4.1.4.1.4.1.

면 개방점포 와 면 개방점포의 평당 가격비교(1) 1 (A) 2

서로 비슷한 규모의 점포 두 곳이 보행자들에게 시각

적 노출정도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평당 시장가를 비교

한 결과 점포의 전면 한 면만 중앙통로에 노출된 점포,

와 점포의 전면과 측면 두면이 중앙통로에 노출된 점포

두 곳의 시장가 차이는 웨스턴 돔과 라페스타에서 각각

평균 와 로 면 개방 점포의 시장가가 상대적18% 11.1% 2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는 앞서 언급한 평면.

계획 구성조건을 비교 매장들에 적용했을때 건축적 식별

성과 접근성이 높을수록 점포의 시장가 또한 높아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라페스타의 예에서. ,

그림 웨스턴 돔 한면노출 점포 와< 10> : (A)

두면노출 점포(B)

(A)

(B)

7) 앞의 컨설팅 용역 결과물 중IFEZ Arts Center Development Co.,

부분인용

8) 본 연구논문에서의 점포의 수익성은 영업 활성화 정도의 차이를‘ ’

반영하는 매장의 시장가나 임대료와 비례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

서 점포의 형태와 시장가의 관계를 점포의 형태와 수익성의 관계와

동일하다고 부분 해석하였으며, IFEZ Arts Center Development

컨설팅 용역결과물의 면적별 임대료 대비 매출액 계산법을 근Co.,

거로 하였다.

보이듯이 매장형태의 단순성은 영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라페스타 한면노출 점포 와< 11> : (A)

두면노출 점포(B)

(A)

(B)

분석 단지 웨스턴 돔 라페스타

구분 A B A B

면적 52 30 34 30

평당 분양가 28,000 26,000 16,000 15,000

평당 현 시장가

년 현재(2009 )
39,500 33,500 30,000 27,000

평당 가격편차

년 현재(2009 )
18% 11.1%

표 두 단지의 점포 평당시장가 비교 결과< 3> 단위 천원[ ; ]

그림 평당가격< 12> A & B 그림 평당가격< 13> A & B

단위점포 세장비에 따른 평당 가격편차(2)

상점의 전면 노출이 가로 장방형인 점포 즉 폭이(A) ,

넓고 얕은 점포와 세로 장방형인 점포 즉 폭이 좁고(B),

깊은 점포의 시장가 편차는 웨스턴 돔과 라페스타가 각

각 와 로 가로 장방형의 점포가격이 높게 나15.6% 45.8%

타났다 이 분석결과 역시 평면계획 구성조건인 식별성.

과 접근성이 좋을수록 즉 보행자들에게 시각적 노출면,

적이 넓을수록 점포의 시장가가 높아짐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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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웨스턴 돔 가로장방형 점포 와< 14> : (A)

세로장방형 점포(B)

(A)

(B)

그림 라페스타 가로장방형 점포 와< 15> : (A)

세로장방형 점포(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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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턴 돔웨스턴 돔웨스턴 돔웨스턴 돔

그림 평당가격< 16> A & B 그림 평당가격< 17> A & B

상권에 따른 점포별 평당 가격편차(3) (A, B)

한편 단지 내 대표상권에 위치한 최고 시장가의 점포,

와 단지 입구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하며 외부 차량도

로에 면한 최저가 점포의 시장가 차이는 각각 과98.6%

의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점포의133.3% . ,

시장가는 점포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고 점포의 크기가

커질수록 가격변화의 폭이 둔화되므로 크기 대비 평당

가격의 비교 시 소형 점포 일수록 상권 내 위치에 따른

평당 시장가격의 편차가 극대화 됨을 알 수 있다 즉 다. ,

음의 도면과 표에서 보여 지듯이 소형 점포가 이동 인구

의 유입량이 가장 많은 단지의 주출입구 주변에 위치 해

있을 경우 그 점포의 평당 시장가는 단지 내 상권에서

최고로 책정되며 단지 내 최상급지에 소형점포가 많이

배치될수록 영업활성화가 높게 나타난다 이 분석결과는.

단지 내 통행동선이 높은 지역일수록 다수의 점포를 분

배하여 보행자들에게 각 매장에 대한 건축적 식별성과,

접근성을 높여 영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또한 상권별 비교에서도 라페스타의 예에. ,

서 나타나듯이 매장형태의 단순성은 영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웨스턴돔 단지 내 최고상권< 18> :

(A)

그림 웨스턴돔 단지 내 최저상권< 19> :
(B)

그림 라페스타 단지 내 최고상권< 20> :

(A)

그림 라페스타 단지 내 최저상권< 21> :

(B)

분석 단지 웨스턴 돔 라페스타

구분 A B A B

면적 17 28 35 35

평당 분양가 28,000 26,000 17,500 15,000

평당 현 시장가

년 현재(2009 )
38,700 33,500 35,000 24,000

평당 가격편차

년 현재(2009 )
15.6% 45.8%

표 두 단지의 점포 평당시장가 비교 결과< 4> 단위 천원[ ;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권 호 통권 호18 6 77 _ 2009.12208208208208

분석 단지 웨스턴 돔 라페스타

구분 A B A B

면적 8 8 18 18

평당 분양가 28,000 19,000 18,000 15,000

평당 현 시장가

년 현재(2009 )
41,700 21,000 35,000 15,000

평당 가격편차

년 현재(2009 )
98.6% 133.3%

표 두 단지의 점포 평당시장가 비교 결과< 5> 단위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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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당가격< 22>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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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당가격< 23> A & B

점포 전면과 도로와의 관계에 따른 평당 가격편차(4)

또한 단지 내부 중앙통로 쪽으로 출입구와 전면부를,

가진 점포와 단지 외부의 보행자 도로에 출입구와 전면부

를 가진 점포의 시장가의 차이는 각각 와 로22.2% 93.3%

내부에 위치한 점포의 시장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이는 앞의 세 가지 비교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행자의 통행량에 따른 매장의 시각적 노출정도에 비례

하는 건축적 식별성과 접근성이 좋을수록 점포의 시장가

또한 높아짐을 보여준다 즉 평면계획 구성조건에 따른매. ,

장의 배분계획과 영업활성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교결과

라 할 수 있다.

그림 웨스턴 돔 단지내부 점포 와< 24> : (A)

단지외부 점포(B)

(A)

(B)

9) 비교 대상인 두 단지의 결과치에 이처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이

유는 비교대상인 두 스트릿 몰 의 각각의 영업 활성화 정도 차이

가 분석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단지 내 영업 활성화정도가 높을수

록 보행자 통행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동일 단지 내 점포의 시장가

차이를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그림 라페스타 단지내부 점포 와< 25> : (A)

단지외부 점포(B)

(A)

(B)

분석 단지 웨스턴 돔 라페스타

구분 A B A B

면적 30 30 30 30

평당 현 시장가

년 현재(2009 )
33,000 27,000 29,000 15,000

평당 가격편차

년 현재(2009 )
22.2% 93.3%

표 두 단지의 점포 평당시장가 비교 결과< 6> 단위 천원[ ; ]

그림 평당가격< 26> A & B 그림 평당가격< 27> A & B

점포형태 및 위치에 따른 테넌트의 종류와점포형태 및 위치에 따른 테넌트의 종류와점포형태 및 위치에 따른 테넌트의 종류와점포형태 및 위치에 따른 테넌트의 종류와4.2.4.2.4.2.4.2.

상권 활성화의 관계상권 활성화의 관계상권 활성화의 관계상권 활성화의 관계

일반적으로 점포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유치되는 테넌

트의 종류가 결정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의 테

넌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0) 먼저 상업시설

을 대표하는 시설이며 강한 집객력을 가지는 앵커 테넌

트 단지 내 높은 인지도의 핵심 점포로(Anchor Tenant),

시장 잠식의 효과가 있는 키 테넌트 마지(Key Tenant),

막으로 인지도는 낮거나 없지만 지역성 고객흡입력이 강

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소규모 위주의 로컬 테넌트

로 구성된다(Local Tenant) .

10) 테넌트의 종류를 구분하는 용어들인 앵커 테넌트 키 테넌트 로컬, ,

테넌트는 의 리테일 컨설팅 용역IFEZ Arts Center Development

수행시 의 용역결과물에 제시되었던 용어로써 여러 리테일 관JPMC

련 전문가들에게 보편성을 지니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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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환경요인 테넌트의 종류

건축적 식별성 Key Tenant, Anchor Tenant

시각적 접근성 Key Tenant, Local Tenant

평면의 단순성 Anchor Tenant, Local Tenant

표 각 환경요인별 연관 테넌트< 7>

테넌트 종류 관련 업종

Anchor Tenant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 등의 영화관, CGV ,

Key Tenant
훼밀리 레스토랑 스타벅스 등의 유명 인지도 높, F&B,

은 패션브랜드 매장

Local Tenant
개인 패션 및 잡화 매장 아이디어 상품매장, , Take-out

등의 소형 매장F&B ,

표 각 테넌트별 구체적 관련 업종< 8>

앵커 테넌트의 경우 인지도가 높고 체류성이 높은 목,

적형 시설로 지하나 상층부의 대규모 면적에 배치하여

단지 내부로의 동선 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단지 내 길찾

기의 기준역할을 하도록 계획한다 키 테넌트의 경우 단. ,

지 내 구심점 역할을 하는 테넌트로 건물블록의 분할이

발생하거나 동선의 방향전환이 발생하는 곳 또는 독립,

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여 보행자동선을 유도하

고 각 키 테넌트 간의 일정 거리를 확보하여 단지 전반

에 걸쳐 집객도의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지막으로 로컬 테넌트는 대부분 최소 단위의 점포들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양방향에 배치하거나 코어 계획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소규모 공간에 배치한다.

다음의 그림 는 웨스턴 돔과 라페스타의 테< 28, 29>

넌트 배치 현황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상층부에 공통적으

로 위치한 앵커 테넌트를 제외한 키 테넌트와 로컬 테넌

트의 배치계획에 있어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중앙통.

로를 중심으로 단지 입구와 한두 곳의 건물분절 지점에

만 불규칙적으로 키 테넌트가 배치되어있어 단지 내부로

의 보행동선의 유입이 어려운 라페스타와는 달리 웨스턴

돔의 경우 단지 전반에 걸쳐 앞의 에서 언급했던 구, 3.1

체적 정보 전달의 거리인 마다 발생하는 건축적 분50m

절 지점인 건물 코너에 키 테넌트를 배치함은 물론 각

건물의 코너로부터 이내에 규칙적으로 키 테넌트를30m

배치함으로써 단지 내부전체로의 통행동선을 유도하고

집객도의 균등한 분배를 이루고 있다.

그림 웨스턴 돔 테넌트 배치현황< 28>

그림 라페스타 테넌트 배치현황< 29>

결론 및 연구의 의의결론 및 연구의 의의결론 및 연구의 의의결론 및 연구의 의의5.5.5.5.

본 연구는 소비자행태에 대한 이론과 리테일 컨설팅

업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트릿 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매장공간 배분계획에 따른 영업 활성

화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 비교분석 요소로써.

보행자의 주시거리와 건물블록의 길이 보행자 도로 폭,

과 건물의 높이 상권내부로의 유입형태 등을 살펴보고,

점포의 형태와 시장가 비교 및 테넌트의 구성방식에 대

해 조사하여 도출해 낸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배분 계

획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물블록의 길이는 만남의 거리 개념을 기본으, ‘ ’

로 하여 방문객과 시설사이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리인 마다 건물의 분절을 이루고 분절이50m

일어나는 지점에는 스퀘어나 코트야드 등을 두어 건축적

차별화를 제공한다.

둘째 보행통로의 폭 과 건물높이 와의 비율을, (D) (H)

미만으로 하여 동양적 가로의 변화와 리듬감을(D/H) 1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보행자들이 단지 내부의 중앙통로

에 면한 시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매장형태에 따른 집객력에 비례하는 영업활성화,

를 위해 점포 전면부 의 투명성을 최대화하고(Storefront)

보행통로에서의 건축적 식별성과 접근성을 높여 보행자

동선을 유도한다.

넷째 매장은 가로 장방형의 형태 폭이 넓고 깊이는, (

얕은 형태 로 계획하여 방문객들에 대한 점포의 전면 노)

출을 극대화함으로써 점포 내부로의 보행자 동선유입을

꾀한다.

다섯째 단지 내 최고 상권이 형성되는 통행량이 가장,

많은 단지입구 주변에는 소형 점포유닛이 최대한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영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여섯째 매장 입구는 단지의 외부도로로의 연결은 피,

하고 단지 내 중앙통로 쪽으로 계획하여 방문객들의 시

설 내 유입에 유리하도록 하여 건축적 식별성 접근성을,

높혀 영업 활성화를 꾀한다.

일곱째 집객력이 높고 목적성 방문 특성을 가진 앵커,

테넌트 는 단지 내부로의 통행동선을 유(Anchor T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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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기위해 지하나 상층부의 대규모 공간에 배치하고,

인지도가 높은 키 테넌트 는 건물블록의 분(Key Tenant)

할이 이루어지는 각 코너에 배치하여 통행동선을 유도하

고 건축적 길찾기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로컬 테넌트,

는 최소단위의 점포 또는 코어배치 등으(Local Tenant)

로 발생하는 공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평면

계획을 하도록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여러 각도에서 진행될 상업시설

과 그의 활성화에 대한 단계적 연구의 한 부분이며 기존

상업시설의 환경개선 방향 및 새로운 상업시설 공간계획

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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