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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ning method for increasing visitors’ usage attraction by

understanding user circulation in the large scale commercial complex. Focusing on the impact of anchor tenant

on the pedestrian traffic arousing visitors’ usage attraction flow, this study analyzed pedestrian circulation and

traffic volume of Lotte World Mall, a large scale commercial complex. In this study, the change of pedestrian

traffic in the commercial complex was investigated and the circulation flow of anchor tenant visitors such as

movie theater in the commercial complex was simulated by computer. By analyzing both characteristics of

pedestrian circulation and traffic volume in large scale commercial complex and movie theater users’ pedestrian

traffic with network-based computer simulation,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edestrian traffic to movie theater and

pedestrian traffic dispersion of the whole commercial complex users was emerg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lan of distributing pedestrian traffic of vertical moving line in central space appropriately for using attraction

function of anchor t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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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내외 도심에서 대규모 복합 상업건축이 활발히 개발

되고 있다. 대규모 복합 상업건축은 다양한 규모의 판매

시설,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들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 작은 도시와 같이 기능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용객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집객력을 높이는 공간 계획 방안이 필요하

다. 공간 계획 요소 중 동선 체계는 이용객들의 통로 기

능 뿐 아니라 구매 활동을 유발하는 매개수단으로서 중

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정량적인 접근 방법론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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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재한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복합 상업건축의 내부 동선

은 단일용도 건축물의 내부 동선보다 복잡해지는 특성이

있어, 상업시설 내부 동선에서 발생하는 통행 흐름에 대

해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론이 필요하다. 특히,

집객 효과가 높은 앵커 테넌트 시설의 효율적 동선 계획

은 복합 상업건축 내 용도 구성 및 상품 기획(MD)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앵커 테넌트 이용객들

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면 기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의 계획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앵커 테넌트 이용객들의 동선 파

악을 바탕으로 대규모 용도복합건축 실내 이용객 흐름을

예측 파악하여, 집객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 계획 방안

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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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복합 상업건축의 동선 체계 계획에서 이용객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 축으로 계획되는 앵커 테넌트 동선의 통

행량 파악을 기반으로 복합 상업건축 내부 통행 흐름을

예측하는 기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앵커 테넌트가 시설

내부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선

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앵커 테넌트의 개장

전·후로 실내 통행량을 지점별로 조사하여 실내공간에서

통행량이 형성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선행으로, 앵

커 테넌트 이용객의 목적통행량 분포를 전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도출하여, 실제 증가한 통행량과의 인과 관

계를 공간 설계 요소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앵커 테넌트 목적 동선의 통행량 분석은 각 출입구에

서 앵커 테넌트까지의 경로 탐색을 통해 통행량을 배분

하는 노드-링크 기반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실시하였다. 전산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

는 실제 통행량 조사 결과와 공간 구성 방식별로 비교하

여 앵커 테넌트 목적 동선과 앵커 테넌트 개장 후 증가

통행량의 인과 관계적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복합 상업건축은 최근 주요 앵커 테넌트 시

설에 해당하는 영화관과 아쿠아리움의 일시적 운영 중단

으로 앵커 테넌트 유·무에 따라 시설 내부에 형성되는

통행량의 조사가 가능했던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을 선

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복합 상업건축 동선 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복합 상업건축의 동선 체계

일반적인 개념의 복합 상업건축이란 단일 시설로 하나

의 상업시설과 하나 이상의 용도가 결합함으로써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도록 개발된 시설이다. 일반

적으로 대규모 복합 상업건축에서는 판매, 식음, 엔터테

인먼트의 3가지 복합 기능을 제공한다.1)

복합 상업건축의 공간 구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이용객들의 구매 욕구 및 상업 시설의 집객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 계획적 요소로 동선 체계 구성 방식

을 제시하고 있다. 동선 체계는 이용객들의 통로 기능

뿐 아니라 구매 활동을 유발하는 매개수단의 기능을 한

다. 동선 체계 계획의 구성 요소는 출입구, 수직 동선,

수평 동선, 중심 공간으로 분류된다. 각 요소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입구는 보행자 및 차량 동선을

유도하는 중요 매개 공간으로, 오픈 스페이스 및 외부

1) 김영민, 대형복합상업시설 여가휴식공간의 집객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3, pp.5-6

광장에서 연결되어, 복합 상업건축 전체 동선 흐름에 영

향을 미친다. 수직 동선은 이용자의 분수효과 및 샤워효

과를 극대화 시키는 기계적 기능을 하며, 엘리베이터, 에

스컬레이터, 계단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그 중 에스컬

레이터는 엘리베이터의 최대 20배 수송 능력을 갖고 있

어, 주요 수직 동선의 기능을 한다. 수평 동선은 서로 다

른 용도를 갖는 시설간의 연결을 위한 통로이다. 수평

동선 중 출입층은 전체 동선 흐름에 주요 기능을 한다.

이에 출입층은 각각의 기능의 독립성과 영역성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다른 층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

된다. 중심 공간은 주요 동선에 계획되어, 이용객 통행의

결절점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외부와의 연결성을 충족

하면서, 휴게, 이벤트 공간의 기능을 하도록 계획된다.2)

2.2. 앵커 테넌트 계획

복합 상업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임차 매장

및 사업장을 지칭하는 ‘테넌트’들의 용도 및 성격을 정의

하고, 시설 전체 집객 활성화 및 매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테넌트 성격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복합 상업건축의 테넌트는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앵커 테넌트와 일반 테넌트로 분류하여

계획 및 운영에 활용한다. 일반 임차 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 테넌트와 차별화되어 분류되는 앵커 테넌트는 복합

상업건축의 경제성 및 이미지 형성에 효과가 높은 독창

적 혹은 전문화된 상품을 구비한 점포이다. 일반적으로

앵커 테넌트는 시설 내에서 최대매장면적을 점유하며,

지명도 높은 점포, 유명기업 점포, 백화점, 카테고리 킬

러, 독창적 테마를 가진 점포, 전문 테마를 가진 소극장,

멀티플렉스 등이 해당한다. 앵커 테넌트의 엔터테인먼트

적 기능은 이용객들의 ‘경험 소비’를 유도하여 방문객들

의 체재 시간을 연장시켜 복합 상업건축 전체의 판매 촉

진에 복합적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이에 계획 단계에서

앵커 테넌트의 이용객 동선의 집객성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동선 체계 및 MD구성을 실시하는데, 국내외

개발된 복합 상업건축의 대부분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강

한 앵커 시설을 수직적 배치는 최상층, 수평적 배치는

가장자리에 배치하여 ‘샤워효과(shower effect)’로 인한

고객유치를 유도한다.3)

2.3. 선행 연구 고찰

복합 상업건축 관련 선행 연구들은 공간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 동선 체계에 관한

연구에는 용도간의 연결 방식을 통로의 활용과 통행시

2) 김하나, 복합상업시설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가든 파이브와 타

임스퀘어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13, pp.26-28

3) 안진오, 도심형 복합개발단지의 앵커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아주

대 석사논문, 2008,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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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시설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4)가 있으며,

복합 상업건축의 교통 체계, 배치와 접근, 기능의 구성,

동선 체계, 경관으로 분류한 물리적 특성을 개발 방식과

설계방식에 따라 파악한 연구5)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들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 공간 구성 특성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괄적 공간 구성의 설명 및 복합 상

업건축의 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 구성 방안에 대한 객

관적 분석이 부족한 한계성을 갖는다. 이에 복합 상업건

축의 존재목적이라 할 수 있는 집객력에 공간 구성이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정량적 연구는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보행 행태를 예측

분석하는 연구에서 시도된 바 있다. 공간구조와 보행 행

태 예측 분석은 보통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석되며

이를 보완 및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행량 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 복합건축 공간분석 연구는 주로 space

syntax(공간구문론)와 가시성 분석이론에 의해 진행되었

다. space syntax는 접근성과 가시성 분석을 통하여 공

간분석 값을 산출하는 방식이며, 가시성 분석이론들

(VGA, V-ERAM 등)은 시각적 이동경로 수를 정량화하

는 것에서 출발한다. 가시성 분석이론을 활용한 공간 분

석에 관한 연구에는 V-ERAM을 이용하여 코엑스몰의

가시성을 분석하고, 보행량 조사를 통하여 가시성분석과

보행량과의 상관관계를 도출한 연구가 있다.6) 연구 결과

가시성이 사람들의 공간이용행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

인 중 하나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상권 활성화

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구조 특성을 활성화 중심축, 중심

공간, 순환동선 체계, MD, 4개 요소를 중심으로 Space

Syntax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있다.7)

이들 연구는 복합 상업건축 내부 공간 형태에 따른 가시

성 값과 집객력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공간의 시지각

적 요인이 방문객의 보행 빈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하

나이긴 하지만, 이용객들의 보행을 유발하는 모든 요인

을 설명하기는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작은 도시와 같이 기능하는 복합 상업

건축 이용객들의 보행 동선과 집객력의 관계 분석에 초

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복합 상업건축 내에서 가장

많은 목적통행을 유발하는 시설인 앵커 테넌트의 이용객

통행 흐름을 시뮬레이션하여 실내 공간 전체에서 발생하

는 통행량과의 관계 분석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계획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4) 박준수, 복합용도개발의 보행자 동선 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성균

관대 석사논문, 1993 pp.28-73

5) 심동섭, 복합용도개발의 이용환경 평가를 통한 계획방향 제시, 한

국도시설계학회논문집 2003.11 pp.370-378

6) 최재필 외 2인, 공간의 가시성을 고려한 초대형 복합공간의 공간분

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2005.11 pp.96-100

7) 이용선, 복합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계획적 특성 도출 연

구, 세종대 석사논문, 2013 pp.32-75

3. 복합 상업건축 실내 통행량 조사

3.1. 대상 시설 개요

롯데월드몰은 대지에 동서 장방형으로 배치되었다. 시설

내 판매품 성격에 따라 애비뉴얼관, 쇼핑몰관, 엔터테인먼

트관 3개의 관으로 분리되어 동선 체계가 계획되었다.

엔터테인먼트관쇼핑몰관

애비뉴얼관

중심공간

중심공간

지하철역사 연결

영화관 입점

<그림 1> 롯데월드몰 배치도

(1) 동선 체계

애비뉴얼관과 쇼핑몰관 내부 중심에 중심 공간이 각 1

개씩 계획되었다. 중심 공간은 수평 동선간의 결절점 역

할을 함과 동시에, 최상층까지 연속적 수직이동이 가능

한 E/S와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수평 동선과 수직 동

선의 중심적 결절점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수평 동

선은 두 중심 공간 사이를 연결하는 두 개의 통로 축을

중심으로 두 중심공간을 순환하도록 구성되어, 동선의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되었다. 수직 동선은 E/S 중심으로

계획되었으며, E/S의 상행 방향이 지하철 역사에 연결되

는 출입구에서 엔터테인먼트관 방향으로 직선 연결되는

주 통로에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수평 동선과의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되었다. 출입구는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총

14개가 계획되었으며, 지하에 4개 출입구에서 지하철 역

사와 실내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었다.

(2) 앵커 테넌트 계획

롯데월드몰은 약 1천개 입점 테넌트들이 계획되었으

며, 엔터테인먼트 시설, 패션, 생활용품, 가전 제품, 식음

등의 판매 시설이 계획되었다. 주요 앵커 테넌트 시설로

영화관과 아쿠아리움이 계획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집객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화관에 해당하는

롯데시네마는 21개관 4천 6백여 석 규모로 계획되었다.

영화관은 엔터테인먼트관의 5～8층에 배치되어, 유입량

이 가장 많은 서측 지하철 역사 연결 출입구에서 들어온

이용객이 영화관까지 이동하는 동안 애비뉴얼관과 쇼핑

몰관의 테넌트들을 거치도록 계획되었다.

3.2. 통행량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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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복합 상업건축 롯데월드몰의 선개장된 에비뉴얼,

쇼핑몰, 엔터테인먼트관의 실내 통행량을 조사하였다. 조

사 대상은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 1층과 외부 출입구가

위치한 1층 전체 공간과 2, 3, 4, 5층의 엔터테인먼트관과

쇼핑몰관으로 하였다. 2층 이상의 에비뉴얼관은 앵커 테

넌트 이용객 동선과의 연관성이 적은 이유로 제외하였다.

조사는 통로, 에스컬레이터, 출입구에서 실시하였으며, 통

로의 경우 전체적 보행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1개 직선

통로의 중앙 지점에서 양방향 보행량을 조사하였다.

<그림 2> 통행량 조사지점

시간당 통행량은 각 조사 지점에서 5분 동안 각각 다

른 날 2회 실시하고, 평균을 내어 산출하였다. 조사 기간

은 복합 상업건축의 이용객이 많은 금, 토, 일요일 오후

16:00～19:30에 실시하였으며, 롯데월드몰의 주요 앵커

테넌트 롯데 시네마와 아쿠아리움이 임시 개장 중지된

기간 2015.05.08.～10에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재개장된

후 2015.06.19.～21에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3.3. 통행량 조사 결과

앵커 테넌트 개장 전·후 조사된 통행량을 조사한 결

과, 개장 후 복합 상업건축 실내 통행량은 평균 1,146명

으로 개장 전 997명보다 149명 증가하였다. 지점별 통행

량의 표준편차는 개장 전 721.95, 개장 후 745.42로, 지점

별 통행량 분포의 불균형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1) 출입구

앵커 테넌트 개장 전·후 롯데월드몰 전체 출입구의 평

균 유입량은 421명, 556명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역사에

서 실내로 연결되는 지하 1층 출입구는 개장 전·후 유입

량 평균이 3,288명으로 시설 내 출입구 중 유입량이 가

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앵커 테넌트 개장 후 증가

통행량 또한 18%로 외부 유입량 중 가장 많은 증가량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하철 역사를 통한 유입량이 가

장 많은 복합 상업건축의 일반적 특성이 나타났으며, 앵

커 테넌트 개장으로 인한 영향 또한 지하철 역사를 통한

유입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수평 동선

조사 결과, 수평 동선의 개장 전·후 평균 통행량은

1,062명, 1,287명으로 나타났다. 개장 전·후 모두 통행량

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지하1층의 지하철역사와 연결되

는 직선통로(3,888명, 3,6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통행량이 높은 지점은 지하1층 직선통로(3,180명, 3,840

명), 동측 중심공간(1,896명, 2,040명), 지상1층 직선통로

(1,164명, 2,040명)로 나타나, 출입층의 직선통로에서 통

행 축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높은 통행량이 나

타난 통로들은 출입층의 지하철 역사에 연결되는 출입구

에서 중심공간까지 길이 및 방향 전환이 최소화 되어 연

결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선의 연속

성이 통로의 통행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앵커 테넌트의 개장 전·후 증가한 통행량의 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층부(2～4층)의 수평 동선에서 평균

층 개장 전 통행량

지하

1층

폭:9m

폭:10m
폭:10m 폭:13.5m

폭:11.5m

1층

폭:13m

폭:13.5m

폭:10m

폭:9.5m

2층

폭:13.8m

폭:14m

3층

폭:13m

폭:14m

4층

폭:14m

폭:11.3m

5층

폭:14m

폭:14m

5층 영화관 전용 면적 비 : 0.45 %

<표 1> 앵커 테넌트 개장 전 실내 통행량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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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개장 후 통행량

지하

1층

폭:9m 폭:6.5m

폭:10m
폭:10m 폭:13.5m

폭:11.5m

1층

폭:13m

폭:13.5m

폭:10m

폭:9.5m

2층

폭:13.8m

폭:14m

폭:6m

3층

폭:13m

폭:14m

4층

폭:14m

폭:11.3m

5층

폭:14m

폭:14m

5층 영화관 전용 면적 비 : 0.45 %

<표 2> 앵커 테넌트 개장 후 실내 통행량 조사 결과

22%가 증가하였으며, 출입층(지하1층, 지상1층)의 직선

통로에서는 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증가 통행량이 나타난 지점은 지상1층의 직선 통로(1,164

명, 2,040명)로, 75%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앵커 테넌

트 개장으로 인해 통행량 증가에 미친 영향이 상층부보

다 출입층에서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수직 동선

복합 상업건축 내부 수직 동선의 평균 통행량은 개장

전 1,025명, 개장 후 1,087명으로 조사되어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심 공간에 연결된 수직 동선

의 평균 통행량은 개장 전·후 각각 1,388명, 1,642명으로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심공간에 연결되는 수직

동선에서 통행량이 집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로에

연결된 수직 동선에서는 상행 방향이 통행 축에 순방향

으로 연결된 E/S에서 앵커 테넌트 개장 전·후 공통적으

로 통행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수평 동선과의 연속성

이 수직 동선 통행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앵커 테넌트 개장 전·후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수직 동선은 개장 전보다 70% 증가한 중심공간의 3개층

단위 통행 E/S(864명, 1,476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중심 공간에 계획된 각 층 단위 통행 E/S(1,140명,

1,356명)는 개장 후 18%명 증가하였다. 3개 층 단위로

통행하는 E/S는 층간 이동이 제한적이고, 타 수직 동선

과의 연속성이 떨어지지만, 통행 축이 형성되는 출입층

의 직선 통로(1,164명, 2,040명)에 순방향으로 연결된다.

반면, 각 층 단위로 통행하는 E/S는 각 층마다 연결되어

수직 이동성과 동선의 연속성이 좋지만, 통행량이 가장

많은 수평 동선과의 연결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 결과

적으로, 중심공간에 연결되는 수직 동선의 통행량 형성

에 있어 수직 이동의 연속성보다 수평 동선과의 연결성

이 앵커 테넌트 개장 후 통행량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복합 상업건축 내 앵커 테넌트 목적 동선의

통행량 분석

앵커 테넌트는 복합 상업건축 집객 효과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만큼, 이용객들이 출입구에서 앵커 테넌트 시

설까지 통행하며 형성하는 흐름이 복합 상업건축 실내

전체 통행량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본 연

구에서는 앞서 실시한 앵커 테넌트 개장 전·후 통행량

조사에서 도출한 각 지점의 통행량 차이가 앵커 테넌트

목적 동선의 통행량과 인과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

에 기초하여, 앵커 테넌트 목적 동선 통행량을 전산 시

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실내 통행량 조사값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4.1. 통행량 분석 개요

분석의 공간적 대상은 3장의 조사 대상과 동일하다.

통행량 분석은 City Form Lab의 UNA(Urban Network

Analysis) Betweenness 분석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Betweenness의 경로 탐색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최

단 경로 한 개를 탐색하는 일반 최단 경로 탐색과 달리,

설정한 우회도 %범위 내에서 다수 경로들을 탐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객들이 목적 시설까지의 정확한 최단

경로를 알기 어려워 동선의 다양성이 생기는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해 Betweenness 기반 120%의 허용 우회 범위

로 도출되는 경로의 통행량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경로

분석에 활용된 네트워크 데이터는 수평 동선, 수직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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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화관 목적 동선 통행량 분석

의 링크 데이터와 복합 상업건축 출입구, 영화관 출입구

의 노드 데이터로 구축되었다. 본 분석에서 동선의 통행

량 산출은 해당 동선의 출발지가 되는 출입구 노드에 출

발 인원을 설정하여 그 기준으로 도출되는 경로들에 통

행량을 배분한다. 출입구 노드의 출발 인원은 영화관 개

장 후에 조사된 출입구의 유입량을 적용하였다.

4.2. 분석 결과

UNA redundant path 우회도 1.20을 활용하여 출입구

에서 앵커 테넌트 시설까지의 목적 동선 통행량을 다음

<그림 3>과 같이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 통행량이 도출된 통로들은 지하철 역

사에 연결된 출입구에서 영화관까지의 최단거리 경로를

따라 형성되는 특성이 나타난다. 출입구 중에서 개장 후

유입량이 가장 많은 지하철 역사 연결 출입구에서 영화

관까지 통행하는 다수의 이용객들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 4> 지하철 역 인접 출입구에서 영화관까지 최단 경로

수평 동선의 통행량 분포는 상층부(2~4층)보다 출입층

(지하1층, 지상1층)의 통행량이 높게 나타났다. 5층 영화

관 입구가 중심 공간에 인접해 있어, 분석 결과에서 수

직 동선의 통행량이 고루 분산되기보다 중심 공간에 연

결된 E/S에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상층부 수평 동선을

통과하는 통행량이 적게 도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직 동선의 통행량 분포를 살펴보면, 동측 중심공간

의 각 층을 연결하는 E/S에서 통행량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해당 E/S의 1~5층 통행량의 평균은 같은 중심공간

에 위치한 3개층 단위로 통행되는 E/S 통행량 보다

290%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층 연결 E/S는 1개

층 단위로 통행하여 수직간 이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수직 동선 거리가 짧아지는 특성이 있으며, 3개층 단위

로 통행하는 E/S의 경우 3개층 이상의 수직 이동 가능

한 E/S까지 이격되어 수직 이동 동선의 거리가 길어지

는 특성이 있다. 이에 최단거리의 경로 탐색이 주된 원

리로 작용하는 목적 동선 분석에서 1개층 단위 통행

E/S의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그림 5> 중심 공간의 3개 층 단위 통행 E/S

<그림 6> 중심 공간의 1개 층 단위 통행 E/S

4.3. 복합 상업건축 통행 영향 분석

조사 결과, 쇼핑몰관 지상 1층 서측 출입구에서 개장

전·후 증가 유입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 테

넌트 목적 동선 통행량 분석 결과에서 애비뉴얼관으로

유입된 높은 통행량의 동선이 지상1층의 애비뉴얼관과

쇼핑몰관을 외부로 연결하는 통로에 형성되는 것으로 나

타나, 해당 동선에서 거치게 되는 쇼핑몰관 지상 1층 서

측 출입구에서 개장 후 나타난 높은 통행량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평 동선의 통행량 조사 결과에서 지하1층과 지상1층

직선 통로의 개장 전·후 증가 통행량이 가장 높게 나타

났는데, 해당 통로는 유입량이 가장 많은 지하철 역 인

접 출입구에서 영화관까지 최단거리가 형성되는 통로로,

앵커 테넌트 목적 동선 통행량 분석에서 또한 가장 높은

통행량이 도출되었다.

통로들의 증가 통행량은 상층부보다 출입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는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서 중심 공간에

집중된 수직 이동 통행량이 상층부 수평 동선의 적은 통

행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의 내부

수평 동선 전체의 통행량 분포에 앵커 테넌트의 목적 동

선 형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된 개장 후

실내 통로 지점별 통행량 값을 종속변수로 두고, 같은

지점의 앵커 테넌트 목적 동선 통행량 값을 독립변수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정계수(adjusted R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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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71, 유의확률(P-value) 0.0030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같은 독립변수에 대한 개장 전 실내 통행량 값을 종

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결정계수

0.2888, 유의확률 0.0081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앵커 테넌

트 목적 동선 통행량이 개장 후 통행량과의 인과 관계성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수평 동선의 앵

커 테넌트 개장 후 증가한 통행량과 앵커 테넌트 목적

동선에 형성되는 통행량이 인과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수직 동선의 통행량 증가는 중심 공간에 연결된 E/S

에서 높은 값이 조사되었으며, 그 중 3개층 단위 통행

E/S에서 증가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뮬

레이션 분석 결과 또한 중심 공간에 연결된 E/S에서 통

행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각 층을 연결하는 E/S에 통행

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동선의 길이 측면에

서 각 층을 연결하는 E/S가 수직적 연속성이 떨어지는

3개층 단위 통행 E/S보다 경로 길이가 짧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높은 통행량이 도출 되었지만, 3개층 단위 통

행 E/S는 수평 동선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저층부 직

선 통로와의 연속성 및 연결성이 높은 특성을 갖기 때문

에 실제 증가 통행량에서 높은 값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심 공간에 연결되는 수직 동선의

통행량은 설계 요소 중 경로의 최단 거리보다 수평 동선

과의 연속성 및 연결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공간 활성화를 위한 앵커 테넌트 동선 계획

본 연구에서는 앵커 테넌트의 목적 동선 통행 흐름을

파악하여 복합 상업건축 내부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

서 분석을 실시한 사례 시설의 공간 활성화 측면의 문제

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동선 계획적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해 보았다. 롯데월드몰을 분석한 결과, 높은 통

행량이 형성되는 동선 체계 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계

획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심공간 계획

출입층의 통행량은 지하철역과 연결된 중심 공간에서

통행량이 높게 나타났지만, 상층부로 갈수록 수직적 개

방성이 좋은 중심 공간의 통행량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층부로 갈수록 중심 공간을 중심으로 계획된 수직 동

선과 수평 동선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통행량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 공간의 많은 통행량을 활용하여

상층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심 공간에 연결되는 동

선의 적절한 우회 경로 계획이 필요하다.

(2) 수직 동선 계획

중심 공간에 계획된 E/S에서 가장 많은 통행량이 나

타났다. 또한, 상행 방향이 통행 축이 형성되는 수평 동

선에 순방향으로 연결되는 E/S에서 통행량이 높게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수직 이동 계획 요소 중 수직 이동의

연속성과 동선의 길이보다 가시성과 수평 동선과의 연속

성이 통행량 형성에 있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행량 유도가 필요한 공간의 수직 동선 계획 시

수평 동선과의 연속성이 좋고, 가시성이 확보되는 동선

계획이 필요하다.

(3) 수평 동선 계획

출입층의 대중교통과 연결된 출입구와 중심 공간을 연

결하는 수평 동선에서 통행 축이 형성되었으며, 그 중

거리와 방향 전환이 최소화되는 통로에서 가장 높은 통

행량이 나타났다. 출입구에서 앵커 테넌트까지의 동선

계획에 있어, 기존 통행량 보완이 필요한 동선에 통로

길이와 방향 전환 최소화되는 수평 동선을 활용하여 통

행 흐름을 유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롯데월드몰은 앵커 테넌트 개장 전 높은 통행량이 조

사된 수평 동선의 개장 후 증가량도 높아, 통로들간의

통행량 편차가 더 증가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통로의 통

행량은 해당 통로 인접 테넌트들의 집객성의 척도이다.

결과적으로, 앵커 테넌트 개장이 시설 전체 테넌트간의

집객성 편차를 증가시켰다 할 수 있다. 분석한 사례와

같은 대규모 복합 상업건축의 앵커 테넌트 계획은 적은

통행량이 형성되는 내부 공간에 앵커 테넌트 이용객 동

선을 유도하여, 집객성을 보완하는 기법을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통행량 조사 결과, 앵커 테넌트 개장 후

평균 증가 통행량이 출입층이 31%, 상층부가 22%로 앵

커 테넌트 이용객들의 통행으로 인한 내부 통행량 증가

가 출입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앵커 테넌

트 이용객들이 목적지인 앵커 테넌트 시설까지 이동하는

동안 거치는 상층부 수평 동선 길이가 해당 결과 값만큼

짧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상층부에 앵커 테넌트를

계획함으로서 기대하는 샤워효과의 척도로 평가할 수 있

다. 이에 대한 동선 계획적 원인은 앵커 테넌트 목적 동

선 통행이 중심 공간 수직 동선에 집중되는 것으로 인

해, 상층부 수평 동선을 거치는 통행이 적어지게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

해 일부 동선을 수정한 후, 통행량 변화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집중되는 중심 공간 수직 동선

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수직 동선의 층간 이동을

일부 차단하여 수직적 연속성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킨

후,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층부의 수직 이동

을 차단했을 때 상층부 수평 동선의 통행량이 최대 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부 수직 이동을 차단한

경우, 오히려 수평 동선의 통행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심 공간에 계획된 수직 동선의 적정한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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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통해 앵커 테넌트 이용객의 우회 동선을 형성하

여, 상층부 통행량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단한 수직 연결 층 증가한 평균 통행량(%)

1f-2f 42.78

2f-3f 6.76

3f-4f -44.30

4f-5f -74.50

<표 3> 수직 동선 수정 후 상층부 통행량 증가

<그림 7> 중심 공간 수직 동선의 일부 층간 통행 차단 후 앵커

테넌트 목적 동선 통행량 분포(좌: 차단 전, 우: 차단 후)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형 복합 상업건축 사례를 대상으로

통행량 조사와 앵커 테넌트 목적 동선 분석을 실시하여,

앵커 테넌트 계획과 내부 통행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

다. 그 다음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집객

기능을 위한 앵커 테넌트 계획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실내 통행량 조사 결과, 출입구 중 지하철 역사에 연

결되는 출입구에서 앵커 테넌트 개장 전·후 통행량과 증

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 동선에서는 지하철

역사에 연결된 출입구에서 중심 공간 및 앵커 테넌트까

지 방향전환이 최소화되고 동선 거리가 짧은 통로의 통

행량이 가장 높았으며, 상층부보다 출입층의 증가 통행

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 동선 중에는 중심 공

간에 계획된 E/S에서 통행량 및 증가 통행량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앵커 테넌트 목적통행 동선과 통행량 형성의 상관관계

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앵커 테넌트 이용객의 목적

동선 형성이 해당 공간 통행량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직 동선보다 수평 동선에서 그

인과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수직

동선의 건축 계획 요소 중 동선 자체의 길이 및 연속성

외에 수평 동선과의 연결성 및 연속성이 이용객 경로 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사례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 활성화를 위한 동

선 계획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검증한 결과, 중심 공간

수직 동선에 집중되는 앵커 테넌트 이용객 통행량을 다

른 수직 동선에 배분하는 동선 계획을 통해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적은 상층부 수평 동선의 통행량 보완이 가능

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앵커 테넌트의 동선이 복합

상업건축의 공간별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간에서 발생하는 통행 중 앵커 테넌트 이용객

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게 되는 목적통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 보행자가 목적통행 시에 경

로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로 길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감안하여 경로선택모형 기반 통행량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복합 상업건축 이용객들의 통행

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설계 요소인 통로의

폭, 시각적 개방감 등을 분석요소에 포함하지 않아 한계

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동선의 접근성

외 이용객 통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요소를 반영한

분석이 이루어져 통행량 예측에 있어서 현실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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