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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역내 상업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 일본의 역내 상업시설 ‘ecute’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Facilities in Railway Station Building
- Focused on Ecute of Commercial Facilities of Railway Station Building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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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Ecute” of the East Japan Railway Company (JR East) that

planned the world’s first large scale commercial facilities inside a ticket gate (paid-area including waiting room

and platforms), the present study proposes a brand development of commercial facilities inside aged railway

stations, where only basic railway business have been provided focusing on passenger transportation, by renewing

the definition of railway commercial facilities and presenting a detailed planning and the direction of the operation

system. A list of practical tasks that can be carried out in academia, planning and operation / management to

facilitate the revitalization of the use of commercial facilities inside railway stations are as follows: 1) the setting of

a wide scope for the revitalization of railway commercial facilities around the railway station focusing on

private-funded stations in addition to existing stations; a setup of the direct scope of commercial development in

the practical railway operation for passengers and stations in terms of external research, and a corresponding

shift in thinking in terms of internal research 2) development of under used spaces such as the transfer area

(Gongdeok·Seoul·Wangsimri Station are first target stations where more than four subway lines intersect) 3) brand

establishment through improvement strategies for image and symbolism specialized for railway stations 4) rent of

suitable business stores and layout of commercial facilities by analysis of passenger move pattern 5) development

of commercial facilities which can attract customers by displaying various products, as well as finding a way to

develop them in to a base facility that connects to local infrastructures 6) providing advertisement and

management system for continual maintenance, and 7) brand specialization through unique storytelling and design

plan that stimulates sensibility. The above study results can be utilized as a starting point for design brand

awareness about commercial facilities in railway stations in Korea, which can be developed further to improve

station image and passenger convenience, as well as to increase the revenue of railway businesses.

Keywords 철도 상업시설, 일본, 에큐토, 디자인 개선, 운영 방식

Railway Commercial Facilities, Japanese, Ecute, Design Improvement, Management Method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철도교통의 기능적 거점인 역사(駅舎)에 효과적인 상

업시설의 계획은 역 이용을 활성화시켜 철도산업의 경쟁

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철도 상업시설의 개발내용은 역 외부 민자 상업시설과의

연계운영 형태로 편중되어 있어, 실제 승객이 이용하는

역내 상업시설의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승객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1016630)

은 ‘어둡다, 더럽다, 촌스럽다’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역

내 상업시설을 인식하고 있고, 정보 및 서비스의 운영에

도 통합적 관리체계가 부재되어 있어 해당 역의 이용자

이외에는 어떤 물건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알 수 없

으므로, 소비행위를 위해 역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비율

도 매우 낮은 현실이다.

한편, 세계적 철도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1997년도의

역내 편의점 사업의 전개를 시작으로 우에노, 도쿄역 등

의 주요 환승역에 대한 상업시설의 리뉴얼을 실시, 2005

년에는 세계 최초로 역 구내에 역사형 상업시설 ‘ecute’

를 개업하는 등 지난 10여 년 간 각 철도 회사가 주체가

되어 역 구내 상업시설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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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키워드 [연구자] 제목

건축

계획

복합

상업시설의

디자인 계획

및 공공성의

확보

[허원(2008)] 대규모 복합역사 공공 공간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이육미(2009)] 지하철 여객공간의 계획방안에 관한 연구

: 상업시설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김하나(2013)] 복합 상업시설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도시

계획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박홍욱(2006)] 지하철역세권 개발유형별 거주자 구매행태

및 서비스이용행태 분석

[최수범(2016)] 역세권 복합개발과 지역 활성화의 구조적

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윤재진(2013)] 역세권 복합상업시설 매개 공간의 특성과

이용자 이용확률 관계에 관한 연구

[서종길(2013)] 고속철도 역사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기타

민자 역사

개발

및

운영

[김형민(2014)] 역세권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정재희(2008)] 복합 민자역사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김영진(2011)] 역세권개발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용산 국

제 업무지구 개발을 중심으로

과, 역의 이미지가 개선되었음은 물론 상업시설의 이용

을 위한 승객 수요까지 창출하는 단계로 발전되어 일본

철도산업의 수익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1)

이에 본 연구는 철도 선진국 일본에서도 성공적인 역

사형 상업시설의 계획사례로 평가받는 JR 동일본 여객

철도 그룹(이하 JR 동일본으로 표기) ‘ecute’(이하 에큐

토2)로 표기) 에 대한 다각적 고찰을 전개하여 현재 승

객 운송중심의 기본적인 철도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한국

에 대해 철도 상업시설의 정의를 제고하는 한편, 철도사

업의 수익개선을 위한 역내 상업시설의 운영 및 디자인

계획의 기본방향과 실천과제 제시를 목표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역의 확정적 유료승객(P-Paid -area)만이

이용하는 개집표기 내부(Paid-area)의 상업시설 및 공간

으로 조사범위를 한정, 역내 상업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

가 지향하는 조사범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JR 동일본의

성공적 사업 사례인 에큐토의 특성을 고찰하여 향후 한

국 철도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측면의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며 내용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 철도 상업시

설의 위상 및 개념을 재고하는 한편, 현황에 대한 문제

를 제기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재검한다.

둘째, JR 동일본의 역사형 상업시설 에큐토에 대한 계

획 및 운영 특성의 고찰을 위해 먼저, 에큐토의 홈페이

지와 각 지점의 팸플릿(pamphlet)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

심으로 시설개요와 운영일반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일본 동경에서 운영 중인 계 9개소의 에큐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총 4회(×9개소)의 현장조사(2014년 7월부터 9월

/11월부터 12월) 결과를 취합한다. 구체적인 분석의 전개

는 에큐토와 기존상업 시설의 가장 큰 차별점인 역내에

위치되는 계획특성에 집중하여, 개발유형 및 위치, 그리

고 디자인의 공공성, 기능성, 일상성에 대한 특성을 단계

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이용활성화를 위한 고객 서비스

운영의 내용까지를 고찰의 범위로 한다.

셋째,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향후 한국의 철도 역내

상업시설의 이용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디자인 계획 및 운영 측면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2. 철도 상업시설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국내 선행 연구의 경향

1) 이준원. JR동일본 역공간 개발사례 및 시사점, korean rail technology,

2007.9, pp.86-89

2) 일본현지표현（エキュート）사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3)에서 철도 상업시설에 대

한 국내 학위논문의 연구 동향을 <표 1>에 나타낸다.

먼저 건축·디자인학 측면에서 철도 상업시설은 역의

외부 영역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정작 역내 상업시

설은 연구범위에서 제외되어 왔다. 제한적으로 역내 상

업시설에 대한 건축분야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화재

및 재난시의 대비를 위한 연구4)로서 본 연구와 같은 역

내 상업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디자인 개선

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도시 계획 및 기타 관련학적 측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 중인 철도 상업시설에 대한 연구 역시,

역외부의 민자 역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쇼핑몰의 확충을

통한 단일적 상업기능의 확대와 이들의 운영을 위한 기

타 대중교통과의 환승체계 개선과 같은 역세권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편향되어 있어, 본 연구가 지향하는 철도

상업시설의 공간적 범위와 근본 개념에 큰 차이가 있다.

<표 1> 국내 철도 상업시설에 관한 선행 연구경향

2.2. 일본 선행 연구의 경향

아시아에서 가장 긴 철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철도

를 통한 승객 운송률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일본의 국

립 정보학 연구소　 (NII, National institute of infoma

tics)의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 CiNii(Citation Informa

tion by NII)를 통하여 일본의 역사(駅舎) 연구가 시작된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계획계 연구를 조사한 결

과에서도 한국에 비하여 진전된 내용이 조사되었다.

전체적인 연구동향의 흐름은 한국과 같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복합역사와 역 주변을 아우르는 역세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서는 본 연구에 상응하는 역 내 공간을 활용한 상업시설

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

3) www.riss.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4) 김학범, 지하철 승강장 매점 화재실험,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추

계학술대회논문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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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2011년부터 학제 간 접근 (Multi Disciplinary)

으로 전개되고 있는「매력 있는 역을 만들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역 구내 쇼핑몰들에 대한 현황의 파악

과,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모색(虫賀, 2014)5), 이용

자 의식(船曵, 2014)6) 등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건축 계

획계 연구들이 조사되었다. 연구 범위도 대규모 환승역

에서 소규모 지역형 노선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浅間,

2010)7), 시설에 대한 분석(本間 淳ら, 2011)8) 뿐 아니라

소비행위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加藤 肇, 2011)9)까지 검

토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1974년, 서울1

호선 개통)에 비하여 약 50년 정도 앞선 도시철도의 역

사를 가진 일본(1927년, 긴자선 개통)의 철도 상업시설은

이미 노후화가 전개되고 있고, 역의 구조적인 특성상

증·개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과도한 상업시설의 운

영과 기존시설의 방치에 따른 공공성의 저하에 대한 문

제까지 새롭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민영화된 일본 철도 사업에 있어 역내 공간을

활용한 상업시설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수익의 비중이 크

기 때문에 대표적 철도기업이 주체가 된 확대개발은 앞

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A Tsuji)10). 따라서,

역의 공공성 및 편의성 확보와 함께 상업성의 공존이라

는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2.3. 철도 상업시설에 대한 개념과 범위재고(再考)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한국의 역내 상업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철도 상업시설에 대

한 진정한 의미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재조명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철도

이용객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감소가 불가피하며, 더

욱이 소비불황에 따라 여행객마저 감소 추세에 있어, 지

속적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운임수익 이외의 부가

산업의 확대를 통한 만성적자의 보전과 이윤의 창출이

절실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경향에서도 파악되듯이, 현재 한

5) 虫賀久晃, 駅ナカにおける店舗の立地実態に関する研究,日本建築学

会大会学術講演梗概集, 2014, pp.521-522

6) 船曵 悦子ら, 駅ナカ広場 における利用者の停留・滞留位置と空間
構成との関係,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梗概集, 2014, pp.519-520

7) 浅間 貴子, JR東日本エキナカ小売業の充実・拡大に向けた取り組
み (特集: 構内商業施設の充実-駅の利便性と魅力の向上)JR ガゼッ

ト 68(8), 2010, pp.6-10

8) 本間 淳ら,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駅ビルとエキナカは、街を衰

退させるのか、活性化するのか-SC経営士たちが考える (特集: 第

35回日本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全国大会) 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

ジャパン・トゥデイ (436), 2011, pp.81-85

9) 加藤 肇, 駅ならではの消費心理から生まれる、"非計画的な消費"が

特徴 (伸張する"交通インフラ隣接型"商業施設) ショッピングセン

ター・ジャパン・トゥデイ (439), 2011, pp.21-24

10) A Tsuji, Developing Station Commercial Facilities to Increase

Line Section Value, Japan Railway & Transport Review, 2010

국 철도 상업시설의 계획 수준은 민자 역사를 중심으로

역외부에 접속된 복합 상업시설의 개발을 통한 역세권

확대에 계획내용이 편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 실제적 철

도 승객을 고려한 역 내 상업시설의 질적인 개선이 아닌

역 외 상업공간의 양적인 확산을 통한 도시 역세권의 활

성화가 주된 계획의 내용이었다. 이는 철도 산업의 수익

적 측면에서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

상업지구의 활성화를 도모, 미시적으로 해당 도심의 이

용자 증가로 인한 운임수익의 확대로 연결되지만, 거시

적으로 철도승객의 실제 편의 개선과 지속적인 수익 향

상을 위한 직접적 효과에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민자 역사 및 역세권으로

편중되어 있는 외향적 연구 방향에 대하여, 실질적 철도

승객을 대상으로 역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상업시설의

구체적 계획을 위한 내향적 연구범위로의 사고전환을 위

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가치를 담아 역의 이미지 개선 및 철도산업의

수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연구주제의 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철도 상업시

설에 대한 개념 및 범위, 목적과 역할에 대한 정의는

<표 2>와 같다.

<표 2> 철도 상업시설에 대한 선행 연구와의 범위 비교

범위구분 공간 이용자

선행연구

개집표기 외부 Free-area (역무·접객 공

간 및 서비스 공간)을 시작으로 한 역세

권 내 복합쇼핑몰(상업지구)

개찰 전 잠정적

유료 승객

(P-Free-area)

↓

본 연구
개집표기 내부 Paid-area

(대합실 및 플랫폼)

개찰 후 확정적

유료 승객

(P-Paid-area)

도시·계획학적 측면의 선행연구들이 복합역사 형태의 외부 쇼핑몰을 아우르

는 역세권 영역의 광의적 조사범위에서 수행되어 온 한계점에 대한 대응으로

서, 실제적 철도 승객이 이용하는 역의 운영 공간 내 상업시설로 범위를 한정

하여 분석을 실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가치를 담아 철도산업의 수익개선 및

역의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연구주제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자 함

먼저, 그 동안 도시 계획적 측면의 선행연구에서 활발

히 전개되어 왔던 역과 접속된 형태의 복합 쇼핑몰과 역

세권이라는 광범위에서 한층 더 구체화시켜 역의 실질적

운영 영역과 내부 승객만이 이용하는 공간을 연구범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즉, 철도 교통에 대한 승객의 이용패턴

을 참고하여, 개집표기 위치와 개찰행위를 구분 기준으

로 개집표기 내부 공간 [Paid-area (대합실 및 플랫폼)]

의 개찰 후 확정적 유료 승객 (P-Paid-area)이 이용하는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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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의 범위와 유형의 구분에 있어 개집표기의

에 주목한 이유는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국인 일본과

의 개찰 방식의 차이에 있다. 한국은 개집표기 외부에

상업시설이 편중되어있어 개찰 후 바로 탑승하는 패턴이

주요한데 반하여, 일본은 개집표기 내외부에 상업시설이

고루 계획되어 있어, 특히 역내 유동인구의 흐름이 활발

한 환승역의 경우, 승객이 역의 외부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추가 개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 없이 환

승공간에 접목된 상업시설에서 친목도모 및 쇼핑이 가능

하게 계획되어 있어 역내 상업시설이 크게 활성화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철도 상업시설이 역세권, 민자 역사

개발 등의 역 외부에 집중되어 있어 이용환경이 낙후되

어 있는 것에 비교를 위한 본 연구의 고찰 대상을 JR

동일본의 역사형 쇼핑몰 ‘ecute’로 선정하였다. 에큐토는

세계 최초로 개집표기 내부에 대형 상업시설을 계획한

사업모델로서 한국 역내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 공간 운영방식으로 판단된다.

3. 역사형 쇼핑몰 에큐토(ecute)

3.1. 일본 역내 상업시설의 운영 동향

대표적인 일본 철도 상업시설의 운영 기업은 JR그룹

의 일원인 JR 동일본이다. 1964년 도카이도 신칸센 개업

이후 부터 적자전환한 일본의 국유철도는 거액의 누적채

무를 만회하고자 1986년에 철도 민영화를 결정한 이후,

철도산업의 수익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신사업 전략의 추

진이 불가피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JR 동일본은 역 공

간 활용사업과 쇼핑·오피스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에 이르렀다.11) 특히 JR동일본의 유통 사업은 국철시대

의 역 매점, 역 빌딩 사업을 시초로 하여 민영화 이후

복합쇼핑몰인 아토레(1990년), 루미네(1991년)를 설립하

고, 역마다 운영회사가 있었던 역 빌딩 사업에 대한 통

합을 추진하는 등, 거대한 경영자원인 역을 활용하는 전

략으로 수익창출의 극대화 및 역사 이용 고객의 다양한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중 2000년 JR 동일본의「스테이션 르네상스」프로

젝트는 역공간의 가능성을 100% 끌어올려 승객편의와

수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일명「21세기 새로운 역 만

들기 운동」의 시발점이었다. 이는 미래 역 공간을 철저

한 고객지향의 관점에서 과거 이동에 쾌적한 통로로서의

공간 기능을 넘어 승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에 부응,

찾아드는 공간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기반이 되었다.

「스테이션 르네상스」프로젝트12)는 크게「썬 플라워

11) 2010년 3월 결산 매출은 6140억엔. 영업이익은 1026억엔 전체수익

의 약 30%를 유통사업에서 벌어들임.

플랜」, 「코스모스 플랜」두 가지로 대분된다.

그 중「썬 플라워 플랜」은 1997년 역내 편의점 사업

이 전개를 시작으로 1일 승하차 인원 3만 명 이상의 도

시권역(약 220개역)을 대상으로 100㎡이상의 공간을 창

출해서 식음 및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역내 상업시

설이 확대되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JR 동일본은 철도 수송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

하여 역 빌딩 및 역세권 개발은 물론, 역내 공간을 적극

활용한 역내 [소위 ‘에키나카(駅ナカ)’] 이용 활성화를 목

표로 2005년 세계 최초로 개집표기 내에 대형 상업시설

‘에큐토’(ecute)를 개업13)하는 등, 승객편의 향상과 수익

창출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역내 유통 비즈

니스를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성공적 역내 상업시설의 선례로서 본 연구의 분석 대

상인 ‘에큐토’는 역의 개집표기 내부공간을 활용한 소매

업으로서 역의 환경 계획에서부터 머천다이징 (MD) 등

까지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

업 모델이다.

일본 역시 ‘에큐토’ 이전의 역내 상업시설들은 현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집표기 내부의 역사형 편의점과 임

대업이 중심이 되는 구성 체계였지만 ‘에큐토’는 본사 직

영의 소매업체계로 전환, 다양한 업종의 상품 및 유통

등을 각 매장과 함께 중앙에서 조정해 갈 수 있으며, 이

같은 소매업종과 철도산업의 통합은 새로운 사업 분야로

평가되고 있어 코레일의 향후 부대사업의 발전방향 설정

에 참고 될 수 있다.

현재 에큐토는 2005년 3월에 개업한 제1호점 오오미

야(OMIYA) 점부터 가장 최근인 2013년 9월에 개업한

만세이바시(MANSEIBASHI) 점까지 동경도 총 9개의

역에서 성업 중에 있다. 그 중 구 만세이바시 역의 패쇄

된 육교일부를 활용, 상업시설로 리모델링해 운영 중인

에큐토 칸다-만세이바시 점을 제외한 8개소 전 지점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개집표기 내부 역내 상업시설의 범

주와 정확히 일치하는 공통된 위치 특색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에큐토 칸다-만세이바시 점을 제외한

8개소 전 지점에 대한 계획 및 운영 측면의 특성을 중심

으로 분석을 전개한다.

12) 스테이션르네상스 계획(Station Renaissance Project):

JR동일본 그룹의 경영의 한 축을 이루는 역구내사업은 생활서비

스 사업에 대한 21세기 역사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1일 평균이용객

1600만명의 재원을 바탕으로 명확한 브랜드전략과 고객기대에 부

응하는 질높은 서비스등 그룹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통행 개념의

역공간에서 고객의 필요와 생활양식에 부합된 시설개발로 고객을

흡입하는 역사 개념으로 추진

13) 에큐토는 ecute의 일본현지발음(エキュート) 직역으로 ecute의 의

미는 E ki (일본어발음으로 역은 えき‘에끼‘/ 역), C enter (중간),

U niversal (종합) T ogether (함께) E njoy (즐기는)로서 ‘ecute’

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 디

자인 센터에서 로고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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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에큐토의 개발 유형 및 위치

세계최초의 역내 쇼핑몰인 에큐토는 JR 동일본의 최

대 경영 자원인 역공간의 가능성을 최대화하여 모든 역

의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 각역에서 최적의 사업배치

를 제로 베이스상태에서 구축하여 기존 선로 및 대합실

상·하부, 환승통로에 대한 증개축을 실시해 개집표기 내

상업시설을 쇼핑몰의 형태로 조성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새로운 상업공간의 창출과 동시에 안전하고 쾌

적한 베리어프리화(barrier free)와 지역 거점 시설로서의

역기능 활성화도 함께 추진되었다.

일본 에큐토의 개발 유형 및 개찰구와의 위치관계를

<표3>에 나타낸다.

먼저, 2005년에 개업한 오오미야 역과 시나가와 역은

선로 상부를 개발한 사례로서, 특히 3월 중앙개찰구내

2,300㎡규모로 개업한 에큐토-오오미야는 최초의 계획사

례이다.

그리고 이어서 10월에 중앙개찰구내 1,600㎡ 규모로

개업한 에큐토-시나가와는 오오미아 역과 같이 선로 상

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개발하고, 내부를 다시 2개

층으로 증축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에 남쪽개찰구 안팎에 4,300㎡규모로

계획된 타치가와 역은 기존 1 개 층이었던 역사의 대합

실 상부를 4층까지 증축하여 계획한 사례로서, 역내외부

에서도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외부 보행통로도 함께 신축

되었음은 물론 내부통로도 확장해 개업하였다.

즉, 에큐토-타치가와는 개집표기 내외부에서 접근하는

형태로 기존에 역 빌딩사업과 역내 쇼핑몰인 에큐토가

합쳐진 형태로서 현재 운영 중인 에큐토의 8개 역중에서

가장 다양한 업종이 유치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총 4개

층으로 계획된 에큐토-타치가와는 개찰 내외부에 걸쳐

개방적이고 입체적인 상업공간으로 구성되었고, 계획 초

기에서부터 의도된 명확한 컨셉의 매장들이 유치되었다.

특히 최상층의 옥상정원 및 문화센터, 그리고 역형 보

육 및 복합 클리닉 등은 역을 이용하는 지역 고객의 관

점에서 기존 역내 상업시설의 업종에도 큰 변화를 가져

온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에큐토-아카바네는 2011년 3월에 남·북 개집표기 내

2,100㎡규모로 선로 하부를 개발하여 조성된 사례이다.

선로하부에 계획하면서 에큐토 방향으로 승객편의 시설

인 에스컬레이터를 증설하여 승강장 고객의 출입 동선을

매장내부 통로로 유도하면서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선하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열차진동 및 소음이 고객쇼핑에

방해되지 않도록 열차 진동 흡수 장치를 함께 계획해 고

객을 배려하였다.

마지막으로 2008년 3월 북쪽개찰구 내 380㎡ 규모로

개업한 에큐토-닛뽀리와, 2010년 3월에 1층 개찰구내 사

우스코트에 730㎡규모로 개업한 에큐토-도쿄 및 2010년

12월에 3층 개찰구내 4,800㎡ 규모로 개업한 에큐토-우

<표 3> 일본 에큐토의 개발 유형 및 개찰구와의 위치관계

에큐토의 개발 유형 및 위치

오

오

미

야

선로상부 인공지반 조성

[선로상부 개발 형태]

중앙개찰 내부

2300㎡/ 73개점 (2005.03)

타

치

카

와

기존역사의 대합실 상부 증축

[대합실상부증축 개발 형태]

동, 서 남쪽 개찰 내·외부 분할위치

4300㎡/ 69개점 (2007.10)

아

카

바

네

선하 공간 활용

[선로하부 개발 형태]

남, 북쪽 개찰 내부

2100㎡/ 55개점 (2011.03)

닛

뽀

리

단순 환승 통로 활용

[환승통로 개발 형태]

경성개찰연락개찰구, 북쪽 개찰 내부

380㎡/ 17개점 (2008.03)

에노, 2011년 5월 중앙개찰구내(구 Dila 시나가와)에1,800

㎡규모로 개업한 시나가와 사우스는 기존 역의 개집표기

내부 환승통로를 상업공간으로 개발한 사례이다.

특히 이와 같은 환승통로의 개발유형의 경우는 국내

에도 단순 도입이 용이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 등의 환경 요인과 오래된 철도

역사로 인하여 단층의 지상역사 및 고가철로에 구성된

역이 많아 철로 고가의 하부 및 대합실 상부에 대한 증

개축이 비교적 용이한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지하에 개

발된 역들이 많아 상하부 증축에 제한이 큰 대신, 환승

노선의 증설에 따른 신설 역이 많아 역내 버려진 유휴지

의 공간효율을 배가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검토되어야 한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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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표기 내 쇼핑몰

- 개집표기 내 위치/ 에큐토에서 연결되는 승강장 출입구

- 철도승객이 추가 개찰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

구체적으로는 서울시내에 4개 이상의 노선이 환승되

어 상대적으로 대규모 환승 영역이 배치되어있는 공덕

역, 서울역, 왕십리역에 이르는 3개역을 선 대상지로 하

여 시설현황 및 고객 동선에 검토를 통한 유휴공간의 상

업적 활용방안 및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한 역 가치의 극

대화 방안의 마련되어야 한다.

3.3. 에큐토의 계획 및 디자인 특성

역의 개집표기 내 상업공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

성과 한정된 내부 공간 내 확보되어야 하는 기능성 및

통학· 통근 이용자가 주 고객이 되는 일상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에큐토 각 지점의 디자인 공통 주요 내용을

<표 4>에서 <표 7>까지 단계적으로 제시하였고 특성을

고찰하여 종합하고자 한다.

(1) 계획 위치

개집표기 내부에 위치한 에큐토는 승객이 외부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추가 개찰의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역

내에서 친목과 쇼핑활동을 도모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

이와 같은 역내 상업시설 배치에 대한 사고 전환은 역의

공간계획에도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에큐토가 활성화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개집표기에서 승강장까지의 최소

거리를 유료 공간[Paid-area]으로 설정하여 상업시설은

물론 편의시설까지 개찰외부에 위치시키고 있어 화장실

등의 기본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승객보다는 개찰

외부 이용자[P-Free-area]에게 더욱 용이하게 계획되어

있는 현실이다.

일본은 에큐토 이전에도 승객의 시점에서 계획을 실

시하여 개집표기 내부의 편의 시설 및 상업시설이 고루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계획 특성은 에큐토의 성

장에 큰 동력이 되었다.

국내에도 확정적 유료승객[P-Paid-area]의 편의를 최

우선시하는 역 계획으로의 사고 전환을 통해 철도 편의

를 증대하여 수익성을 강화하고 이를 다시 상업시설의

고객으로 연결하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승객 만족은 물

론 역의 계획수준과 이미지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선순환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4> 주요 공통 특성 (1)

(2) 공공성의 강화

철도 승객과 상점 고객이라는 2개의 동선이 교차하는

역내 상업시설 에큐토의 계획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계획

특성은 철도기능이 최우선으로 유지되는 일이다.

즉, 역내 상업시설의 계획에는 역이기 때문에 고려해

야 하는 공공성과 관리·운영 측면의 공간적 제약을 이해

하여 승객운송의 기능지원을 위한 편리한 동선과, 안내

시설의 명시성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추가적으로 재정비되는 상업시설의 후방설비

나 작업장 및 물류반입 동선의 계획도 공간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의 유지와 관리를 선 고려하여 계획된

에큐토는 기존 역에 대한 대규모 증개축을 통해 계획된

공간이지만, 승객이 모여드는 콘코스를 선 배치 한 후,

확보된 공간에 상업시설을 계획하는 순서로 진행되어,

한정된 내부 상업공간에는 수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통로등이 최소화되기도 했다. 더불어 에큐토 내부에는

백화점 수준의 쾌적한 편의 시설을 구축, 쇼핑객을 물론

철도 승객의 시설만족도도 향상하였다.

또한, 콘코스 내 개별 상점의 컬러 및 마감재는 역내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공공 안내 사인의 시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광의 금속 판넬의 사용은 지양되었고, 기

존 역내 상업공간에 사용하지 않았던 역내 주조색인 황

록색 계열의 컬러를 다수 도입하는 한편, 역내 공공사인

과의 중복 칼라 및 지나친 장식을 지양하여 상업시설의

구성이후에도 철도 영역 내 안내 사인시스템의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명계획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역 내부

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일자 형태의 형광등 설치

가 일률적으로 전개되지만, 공공영역과 매장 조닝 간에

설치 방식차이 및 조도차이는 공간 간의 단절감이 발생

되므로 이를 상쇄하고 역의 환경도 개선시키기 위하여

상업공간의 밝는 조도를 전체 역에 계획해 역 자체를 한

층 더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에큐토 이외의 역내 상업적 홍보물의 설

치영역을 축소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역내 공간의 시각환

경이 정비하기도 하였으며, 상업시설로 인한 승객의 이

동에 방해가 없도록 동선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체계적

VMD를 계획·관리하고, 마감재도 미끄러지지 않고 오염

이 덜 노출되는 칼라의 바닥타일을 시공하여 공간기능을

향상하였다.

또한 기존역의 상하부에 증축을 통한 개발유형의 경

우에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동지원 설비

를 에큐토 영업공간 내에 확충하여 승객의 이동을 에큐

토 쪽으로 유도하면서 상업시설의 활성화와 승객의 이동

편의를 함께 개선하였다.

국내에도 에큐토와 같은 역내 상업시설을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큰 우려는 공공영역 본래 기능에 대한 훼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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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공간의 운영수준 향상

- 화장실을 비롯한 다양한 고객편의 지원 설비를 개선하여 기존의 역내

시설의 수준향상 도모

- 공공영역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체계적 VMD

- 에큐토 영업 공간 내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동지원 설비확충

- 상업공간의 밝는 조도를 전체 역에 계획

- 역 내 안내 시스템의 기능성을 유지

공간의 기능적 활용

- 가로를 형성하는「통로(path)형」과 코너 공간의 활용을 통한「결절점(node)

형」으로 상점배치

- 동종업종으로 공간조닝[zoning]

- 테이크아웃 식음업소가 포진된 공간 내 개방형 식음 공간(푸드코트) 계획

- 상점 내 식음공간에는 1인 고객을 위한 카운터 석이 다수

- 식권 발매기 및 카운터 석에서의 선불 결제 방식 다수

- 이벤트 공간을 설치하여 주력판매상품의 홍보공간으로 활용

문제이다. 그러나 에큐토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오히려

상업시설의 계획을 위한 매뉴얼이 체계화 되면 역내 제

일 기능인 공공성과 승객편의가 같이 향상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살펴본 국내 상업시설의 운영사례처럼 임

대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공간 운영 자세에서 벗어나

역에 특화된 브랜드를 개발하고 통합된 디자인과 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철도 산업의 운영능률과 승객 편의

를 함께 개선하는 방향의 발전이 요구된다.

<표 5> 주요 공통 특성 (2)

(3) 공간기능의 효율

역내 설치된 상업시설은 승객 접근성이 높고 이용 동

선이 짧기 때문에 젊은 층부터 노년 층까지 손쉽게 왕래

가능하며, 기존 역과 접속된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한정된

내부 공간에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 목표인 에큐토

의 또 다른 계획특성은 공간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먼저, 에큐토의 공간배치는 승객의 철도 이용을 위한

기능적 공간간의 이동 경로에 자연스러운 소비행위를 유

도하는「분산 배치」형태이다. 상업시설 간의 배치에도

점포 내 통로로 인한 콘코스의 면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출 배치형태의「지표(landmarks)형」시설을 지양

하고 벽쪽 매입 또는 통로에 독립된 형태로 가로를 형성

하는「통로(path)형」이 주를 이루며, 그 외 코너 공간의

활용을 통한「결절점(node)형」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공간 내 동종 업종을 조닝하여 상호간 집객

및 홍보 효과를 배가할 수 있게 하였는데, 에큐토 내 업

종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식음업소를 사례로 보면, 테

이크 아웃을 주로 하는 업소들이 조닝 된 공간 내부에는

진열 및 판매시설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브랜드의

최대로 유치하는 대신 푸드 코드와 같은 개방형 식음공

간을 계획하여 이용편의와 수익성을 함께 향상하였다.

그 외, 상점 내부에 자체적인 식음공간을 마련한 경우

에도 통학 및 통근 중의 바쁜 이용자에 최소 편의를 고

려한 카운터 석이 설치된 곳이 많고, 요금의 지불방식

역시 식권 발매기나 카운터 석에서의 선불 방식으로 결

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승객 혼자서도 간단하게 식사

를 마치고 바로 상점을 나올 수 있게 하고, 작업자의 영

업효율도 높인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에큐토의 활성화와 고급화 전략에 따라 동

행인과 길게 머물고 싶은 고객 요구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위해 대면식 테이블 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점

포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업종의 계획내용에도

다양성을 확보하여 승객이 역 외부로의 진출 없이 각자

의 니즈에 적합한 소비활동을 내부에서 만족스럽게 실현

할 수 있게 하였다.

<표 6> 주요 공통 특성 (3)

(4) 디자인의 통일과 변화

에큐토의 계획 목표는「역사 일체형 고급 쇼핑몰」의

조성으로서 브랜드가 지향하는 고급화 전략이라는 통일

성과 각 지점별 지역 특색과 연계되는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브랜드 디자인이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먼저 중앙에서 지점의 개별상점 디자인까지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큐토 이전의 기존 역 외부(역 빌딩)의 상업공간은

빌딩 내부를 몇 개의 공간으로 분리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된 분할공간의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실시, 임대 주

체인 철도회사는 바닥 및 화장실 등의 기본적 공용부분

에 대해서도 설계 및 시공의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에큐토는 본사 직영의 소매업 체계로서, 시설

계획은 물론 개별의 상점코디부터 POP까지 계획하는 통

합적 디자인 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디자인 관리의 시스템의 구축은 브랜드의

유지에 효율적이지만 초기 개발 비용이라는 높은 단점이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점의 운영관리와 브랜드의 수

준 유지측면에서는 매일 같이 역을 이용하는 익숙한 사

용자에게도 갑작스러운 매장 교체에도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며, 교체된 매장이 전체 브랜드 디자인에 빠르게 수

용될 수 있게 하는 완고한 디자인 매뉴얼은 장기적으로

는 상점교체에 대한 비용과 부정적 고객반응에 대한 부

담을 축소할 수 있어 경쟁력이 도태된 상점에 대한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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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큐토 스토어 데코레이션 (에큐토의 디자인 운영 일례)

2016년 봄 (2016.4.25.~2016.5.8)

2016년 여름 (2016.8.1.~2016.8.21)

2016년 봄 기획 설치예시

(2016.4.25.~2016.5.8./약2주)

일본의 각 계절을 대표하는 상징적

자연물을 테마로 기획

교체가 가능하게 되어 계속적인 고객 만족과 브랜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항시적인 주 고객인 통근 및 통학

중의 승객에게도 계속적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

변성 있는 디자인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2016년 봄부터

실행 중에 있는「에큐토 스토어 데코레이션」프로젝트는

에큐토 운영에 있어 디자인이 가지는 가치의 중요도가

설명된다. 이 프로젝트는 역 안에도 계절이 있다는 기획

컨셉으로 매일 이용하는 철도 고객에게 계절별 주기를

가지고 약 2주간 에큐토 공간의 코디 및 POP등을 교체

하는 이벤트로 디자인 환경의 새로움을 제공한다.

<표 7> 주요 공통 특성 (4)

오늘날의 소비자는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목적만으

로 쇼핑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와 체험을 요구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환경과 단절된 느낌에 역 안의 상업공간에도 이와

같은 다양한 디자인 기획을 실행함으로서 세심한 고객배

려를 실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국내 철도 상업시설의 계획에 있어도 이와 같은

디자인 기획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실행이 진행되어야할

것이며 이미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하다고 판

단된다.

3.4. 에큐토의 운영 및 관리 특성

(1) 업종 분석

에큐토는 역의 일상성을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 고감

도의 수준 높은 쇼핑공간을 계획하였다14).

확정적 유료 승객을 주 타겟으로 특화한 에큐토의 유

치 업종의 특성은 일상성과 다양성의 유기적 결합과 이

들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효율 극대화로 정리된다.

그리고 영업시간은 주 승객인 통근·통학자의 일상적이

고 고정적인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여 평일부터 토, 일·

14) 鎌田由美子, ecute 物語 私たちのエキナカプロジェクト, 2007

축일이 같은 시각에 개점하는 유형과 토, 일·축일이 늦

게 개점하는 두 종류로 대분된다. 따라서 업종의 분포도

기본적으로 통근 및 통학자의 편의에 맞춘 경식과 음료

를 판매하는 업종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나, 최근에는

통근하는 맞벌이 가정으로 타겟을 특화·확대하여 고급

수퍼와 미용 관련점, 의류 및 생활 잡화 등의 다양한 업

종·업태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보육 시설 및 의

원에 이르는 업종까지 유치하여 역 구내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한층 더 다양화되면서 지역주

민에 대한 집객력도 향상되었다.

그리고 유치 업종의 고급화를 위하여 외부브랜드의

선정 시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가 인정받은 고급브랜드

의 유치하였다. 과거 일본도 역 구내의 상업시설은 소규

모의 매점이나 커피 등의 음료판매점, 입식형태의 협소

한 식당정도로 상품 수준 역시 외부에 비해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에큐토의 고급화를 목표로 지역수준을

고려한 고객니즈를 상향 반영하여 상점을 유치하였다.

또한, 성별비교에서도 일반적으로 여성 위주로 구성되

는 식음 업종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 혼자서도 들어가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장 계획으로 특화하였고,

나아가 철도이용이 잦은 남성의 소비욕구도 해소 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잡화를 구성하여 생활서비스 쇼핑의

허브공간이 되었다.

이에 더해 고품질 고감도의 고액상품을 실험적으로 도

입하여 품질이 인정받은 상품은 역내에서도 팔린다는 것

을 증명하였고, 이로서 기존 역 상업공간에 대한 가치를

상향하며 백화점에서도 없는 업태가 개발되었다.

업종의 배치에 있어서도 신칸센과 같은 고속철도가 환

승되는 역의 에큐토에는 탑승 전 까지의 고객 동선에 맞

춰 에끼벤(역도시락)과 같은 차량 내 먹거리 및 부담 없이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념품 상점들이 위치되었다.

특히 에큐토는 이와 같은 철도승객 및 주변 지역과

역사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업종을 구

성함과 동시에 1년 단위로 유치된 매장의 고객선호도 및

매출을 평가하여 전년도 90%이하의 매장15)에 개·폐점

또는 디자인 교체를 시행, 상점에 대한 지속적인 고객관

심 및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각 지점별 에큐토에 지역에 적합한 업종을 구성

하기 위한 효율적 평가 관리 시스템으로서, 이를 통해

한정된 공간 내 고객 요구도가 높은 다양한 업종이 유치

가능하게 되며, 이로서 역외부로의 추가 개찰 없이 내부

에서 만족스러운 소비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 주요

한 전략이며, 이를 통해 철도 승객 역시 증가하는 긍정

적 순환효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치밀한 업종 유치와 관리 전략으로 인하여 내

15) 상업시설의 리뉴얼 수준은 연평균 15% 수준임 (6개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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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수준의 지역 거점 시설화

- 백화점과 같은 고품질 고감도의 상품판매를 지향

- 확정적 유료 승객[P-Paid-area]을 주 타겟으로 한 특화 업종

- 지역거점시설로서의 역에 다양한 업종 유치

- 유치상점에 대한 1년 주기의 평가 후 개·폐점 또는 리뉴얼 진행

승객시점의 운영 전략

- 철도이용승객이 주 고객으로 외부 주차지원 전무

- 전 지점에서 택배서비스를 실시, 고객편의 향상

- 취객난동, 미아발생, 응급상황 발생 등 역내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인프라

구축(HEARTFUL STATION)

- 면세카운터 및 통역서비스 실시(관광객 유치)

- 공식 웹사이트 운영 (4개 국어 / http://www.ecute.jp)

- 오프라인 매장 안내는 물론 온라인 판매&홍보

부 이용자가 증가되었음은 물론 현재는 역 외부에서 역

내 에큐토의 이용을 위해 승차권(최저130엔·기본구간 요

금)을 구입해 쇼핑을 하는 지역 고객들도 급증 16) 하고

있다. JR 동일본은 에큐토의 개발을 통해 역 본래의 공

공 기능인 승객편의를 향상하는 한편 공간을 기능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업종유치에도 성공적인 유지와 관리를

실현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역거점시설로 기업의 최

대 자산인 역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운영특성에

관한 공통적 특성을 <표 8>과 <표 9>에 정리했다.

<표 8> 주요 공통 특성 (5)

(2) 고객 지원 서비스

역의 승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에큐토는 고객지원의

내용에도 일반 상업시설과 차이를 가진다.

먼저 역의 내외부과 에큐토로 연결된 4개 층의 에큐

토-타치가와를 제외한 전 지점에서는 주차장이 계획되

어 있지 않고, 근린 주차장과의 제휴 할인 서비스도 없

다. 대신 전점에서 택배서비스를 실시, 고객이 쇼핑한 상

품을 비교적 저렴한 요금(원 코인, 500엔)으로 지정의 행

선 역까지 배송해주고 있다.

그리고 역내 대형 상업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운송 기

능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역에서 발생되는 취객난동,

미아발생, 응급상황 등의 비상시 대응체계로서, 에큐트-

오오미야, 시나가와, 타치카와, 닛포리, 도쿄에는 HEAR

TFUL STATION 프로젝트를 운영, 관련 자격증을 갖춘

전담인원을 에큐토 내 ‘서비스 스텝’으로 배치하여 고령

자나 장애인들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쇼핑 및 이

동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티머니와 같은 일본의 충전식 교통카드

인 스이카(Suica) 17)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시켜주는

방법으로 역내 쇼핑몰로서의 특성을 어필하고, 에큐토-

시나가와 및 도쿄와 같이 공항접근성이 용이하여 외국

관광객의 이용이 빈번한 역에서는 면세 일괄 카운터에서

면세 수속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전점에서는 다언어

16) 입장권의 사용기간은 발매시간에서 2 시간 이내로 2 시간을 초과

한 경우에는 2 시간마다 입장요금이 부과된다.

17) 철도요금은 물론 상점결제도 가능한 일본의 국민카드로서 보통 신

용카드에 교통카드의 기능이 접속된 한국과 달리 신용카드의 이용

률이 저조한 일본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이용률이 높은 충전식 체크

카드이다.

(영어・중국어・한국어) 전화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온라인 영역인 에큐토의 홈페이지에서는 지점별 매장

안내와 시즌별 이벤트 홍보는 물론 자체 SNS 운영 (트

위터 및 페이스 북으로 신제품 홍보)하여 고객이 방문하

지 않아도 어떤 지점에 어떤 상점과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를 돕고 있다. 대표적인 정기 이벤트로는 지

점별 정기적으로 한정 특가 메뉴의 날을 운영, 일상적으

로 이용하는 철도승객에 특별한 쇼핑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18). 이와 같이 온·오프라인으로 체계적인 접객·안내

시스템을 구축한 에큐토는 최근 들어 역내 특화 상품인

<표 9> 주요 공통 특성 (6)

에끼벤(역 도시락)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통신판매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최초로 역내 상업시설을 개업

한 철도대국의 저력이 전략적 상품 개발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서 향후에도 에큐토와 같은 사업모델의 지속

적인 확대가 예견된다.

실제로 일본의 에큐토의 성공이후 역내 상업시설의

활용이 미진했던 기타지역의 철도 각사도 역 내 상업시

설의 브랜드화를 진행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JR 서일본의 JR 니시니혼 데일리 서비스 넷은 2012년

10월에 오사카 역내에 최대면적 4500㎡를 확보하여 식

음·코스메틱·잡화·패션·서비스 점포의 5개의 구역으로

구성된「역 마르쉐 오사카」를 개업하였고, 2012년 교토

역「코트치카 교토」등 동경이외의 각지에서도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현지에서의 사업 확대 경향

은 현재 낙후된 한국의 철도 수익 사업의 체계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진다.

4. 국내 역내 상업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모색

18) 에큐토-오오미야: 델리의 날(매주 월요일)

에큐토- 타치카와, 닛포리, 도쿄: 고기의 말(매월 29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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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동일본 ‘ecute’에 대한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하여,

국내 역내 상업시설의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이용활성화

를 위한 검토 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국내 역 상업시설의 운영내용

국내의 도심 지하철 역사는 계속적인 노선 증가로 인

해 환승영역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복잡한 구조로 개발되

고 있으며, 도심 인구 집중에 따라 역내 통행량 역시 고

밀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역의 내부공간은 승객 이동 통로 이외에 임대

상가 등 단순한 몇 가지 사업형태로만 활용되고 있어 공

간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그 내용은 <표 10>과 같다.

먼저 대표적 철도 상업시설의 운영기관은 코레일 유

통19)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1936년

(재) 철도 강생회 설립 이후 (재) 홍익회를 거쳐 2007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 현재는 역사(驛舍) 내에 '스토리

웨이(Story Way)'라는 300여개의 편의점과 전국 600여

개 체인점 형태의 전문매장을 유치하여 운영에 관한 제

휴형태로 관리 중에 있으며 자원유통, 물류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과거부터 국내 철도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상업시설

의 운영에도 수익창출보다 공공재로서의 사회적 약자에

게 운영기회를 부여, 우선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

는데, 영업 능력 보다 복지 사업의 차원에서 전개된 시

설 운영권으로 인해 기관의 입장에서는 ‘관리의 한계성’

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관리소홀로 인한 비위생과 기타

만족도 저하’ 등의 고질적 문제가 발생되어 현재까지도

승객의 역사 형 매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코레일 유통이 운영하

는 한국 철도 공사 관할 철도역 내부에 위치시킨 대표적

인 리뉴얼 시설인 스토리 웨이(Story Way)는 과거 매점

의 열악한 계획 내용에서, 승객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

공 및 중점이용 시간대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전

략을 목표로 한층 체계화된 디자인 매뉴얼을 추진, 기존

에 매점 보다 진일보된 계획내용이 적용되었지만, 외부

편의점 체인의 형태를 답습하고 있어 역이라는 공간 특

색이 반영된 특화 시설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스토리 웨이 외 대표적인 역내 상업시설의 유

형은 전국 600여개가 운영 중인 전문매장과 저가의 특설

매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전문매장에 유치된 체인점 형태의

34개 업체 업종이 식음업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업종

19) 코레일 유통은 역내 편의점 사업을 중심으로 자판기, 광고 등의

부대 상업수익창출을 주관기업으로 1936년 재단법인 철도강생회가

설립, 1967년 재단법인 홍익회로 개칭 후 역내 홍익매점 사업을

주관해오다 2007년 홍익회의 수익사업만을 인수한 주식회사로서

코레일 유통이 설립되었다.

(https://www.korailretail.com/korail/main/publish/view.jsp)

의 유치를 통해 철도내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

는 당초의 목표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구분 이미지 내용

편

의

점

- 역사형 편의점

- 과거 매점보다는 진일보되었으나 공용

공간을 침범한 진열대등 디자인 정비

와 관리상태 소홀

- 기존 브랜드의 답습형태로

경쟁력 부족
선릉역 스토리웨이

전

문

매

장

- 체인점 형태의 34개 업종의 전국 600

여개 전문매장 유치 [중저가 브랜드 /

식음 업종에 편중 구성]

- 독자적 브랜드 개발노력 매우 부족

- VMD 및 공간 계획도 역외의 일반매

장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역내 위치하는 공간 특색에 대한 고

려가 미흡선정릉역 화장품 체인점

단

기

매

장

- 신규 매장 개발 및 기 운영업체의 포

기 등의 사유로 결원된 영업장이 발

생된 경우 유치

- 저가 특설 매장의 형태 진열 및 관리

상태 열악

사당역 잡화매장

문제점

- 역 상업시설에 대한 승객들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

- 역에 위치되는 특색의 반영과 자체 브랜드 개발의 노력 미흡

- 상점과 상품 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의 운영 체계를 비롯한

디자인 계획의 통합적 지침 부재

- 역 상업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략적 브랜드 개발시급

<표 10> 국내 역 상업시설의 운영 유형과 문제점

또한, 철도산업의 최대 경영자원인 역을 활용한 자체

브랜드 개발의 노력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해 VMD 및 공간계획의 내용역시 역외 일반매장의 내

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역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고

려가 부족하다.

특히, 승객들의 철도 상업시설에 대한 인식이 ‘비위생’

및 ‘저품질’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형성된 가장 큰 원인

으로는 신규 매장개발 및 기 업체의 운영포기 등의 사유

로 결원된 영업장에 유치되는 단기 임대 방식의 저가 특

설 매장을 꼽을 수 있다.

흡사 창고와 같이 기준 없는 열악한 VMD수준에 싼

가격을 경쟁력으로 역에 위치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좌판

과 같은 영업 행위들이 빈번하게 연출되기도 한다.

코레일 유통의 중점운영관리 대상인 스토리웨이 및

전문매장부터 단기 임대방식의 저가 특설 매장에서 발생

되는 계획 및 운영의 근본적 문제는 상점과 상품 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의 운영체계를 비롯한 디자인 계획에도

통합적 지침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내 상업시설의 개발이 활발한 일본의 선례

인 에큐토에서 도출되는 현황의 분석 결과를 사전에 적

용하는 노력과 함께, 선행보다 발전적인 역내 공간 활용

방안과 한국형 브랜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

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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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에큐토의 이용활성화 요인

철도 역내 상업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의 제시를 위하여 앞서 분석된 에큐토에 대한 계획 및

운영전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용활성요인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고품질·고감도의 고급 쇼핑몰 컨셉으로 기존 역 상업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쇄신 성공

2) 철도역과 승객이라는 명확한 운영 대상에 적합한 공

간계획 및 고객지원 서비스 체계의 확립

3) 역 주변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지역 거점 시설화

4) 지속적 유지관리 및 집객력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에 홍보 및 관리 체계 확립

지금까지의 국내 역은 승객이 잠시 머무는 통과 공간

의 개념으로서 쇼핑과 여가문화와 같은 상업적 요소들은

역 외부의 복합역사방식으로 개발되어 왔다. 그런데 오

히려 복합역사는 민간의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하므

로 기본적인 역무기능이 축소되고 승객편의가 저해되는

일이 있다20).

즉, 역무시설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법적한도 내에서

외부 상업공간을 최대한 크게 접속하는 현재의 개발 패

턴은 국내 역내 상업시설의 낙후 배경으로서 역내 상업

시설에 대한 승객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역의 수준 하향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상과 같은 에큐토의 성공요인을

참고로 한 구체적인 계획모델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4.3. 국내 역 상업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과제

JR 동일본 ‘ecute’에 대한 다각적 고찰의 결과를 토대

로 향후 이용활성화를 위한 검토 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1) 역내 상업시설의 개발을 위한 방식과 대상 역의 선정

에 있어 비교적 국내 도입이 용이한 환승 통로개발

유형과 그의 적용이 적합한 서울 시내 4개 이상의

노선이 환승되는 공덕역, 서울역, 왕십리역을 1차 대

상지로 제안하는 바이며, 이들 역내 유휴공간에 대한

적극적 개발 가능성의 검토가 요구된다.

2) 역과 승객이라는 명확한 대상에 대한 특화 전략을 기

준으로 하는 통합적 계획모델과 브랜드의 개발이 필

요하다.

3) 역의 구조와 승객 이용행태는 물론 지역에 대한 광이

적 분석을 통한 적정 업종 유치와 중앙 직영 관리체

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 거점 시설로서의 발전 방안

이 검토되어야 한다.

20) 이근영, 도심 지하철 역사 활용 다양화 방안 연구.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4

4) 브랜드의 개발 이후 지속적 유지관리 및 집객력 향상

을 위한 온·오프라인의 연계적 홍보 및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디자인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의 독창적 스토

리텔링과 감성 디자인 계획을 통한 특화 방안이 요

구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철도 상업시설에

대한 디자인 브랜드의 확립(Brand Awareness)을 위한

시발점으로서 이는 역의 이미지와 승객 편의 및 철도사

업의 수익 개선까지 연계 · 발전될 수 있는 일안의 모색

을 위한 계기로 평가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집표기 내부 [Paid-area

(대합실 및 플랫폼)]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계획한 JR 동

일본 ‘ecute’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현재 승객

운송 중심의 기본적인 철도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한국

에 대해 철도 상업시설의 정의를 제고하여 역내 상업시

설의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학술적, 물리·환경적, 운영・관리적 측면으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적 측면에서는 철도상업시설에 대한 선행연

구의 논의가 복합 역세권의 확대와 같은 외향적 연구방

향으로 일관되어 왔던 점에 대해 철도상업시설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재고하여, 실질적 철도 승객의 이용 활성

화를 통한 철도산업의 근본적 수익개선을 목표로 하는

거시적이고 내향적 연구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그리고 물리·환경적 측면에서는 먼저 역내 상업시설의

개발에 있어 에큐토의 개발 내용 중 국내에도 도입이 용

이한 환승 통로의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하

고자하며, 구체적으로는 서울시내에 4개 이상의 노선이

환승되는 공덕역, 서울역,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시설현황

및 고객 동선의 검토를 통한, 유휴공간의 효과적 활용

및 적정업종의 유치, 편의시설을 확충방안을 모색하여

역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역과 승객이라는 명확한 대상에 대한 특화 전략

을 기준으로 하는 통합적 계획 모델과 브랜드의 개발 방

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의 공공성 강

화를 위한 동선 분리 및 승객편의와 안전성 강화가 초기

계획부터 도입되어야 하고, 한정된 공간 내 최대이익의

창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 기능의 효율 향상 방안

및 집객력과 브랜드 이미지의 유지를 위한 온· 오프라인

에 디자인 경영 개념이 반영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운영·관리적 측면에서는 승객이 친목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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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활동을 위한 역외로의 추가개찰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의 다양한 업종유치와 고객 유지를 위한 본사 직영

의 수준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과의 연계 업종에 대한 유치까지 확대 검

토하여, 지역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거점시설로의 역에

대한 발전이 목표되어야 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에 홍보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집객력을 향상하고 역의 이미

지 쇄신을 도모하여, 지속적 유지발전이 가능한 사업모

델로 확립시켜야 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역내상업시

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철도 승객의 편의 및 역의

이미지개선을 꾀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철도 산업의

운영 수입 증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

대한다.

그리고 이후 연구에서는 국내 도입이 용이한 적합지

로 본 연구에서 제시중인 대규모 환승역(공덕역, 서울역,

왕십리역)에 대한 상점 유형별 레이아웃과 승객 이용행

태 간의 상호 관계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 계획

방안을 제시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통해 철도 상업시설

의 한국형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역의 가치를 배

가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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