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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실 인 기  반 을 하여 인구 유동에 있어 출퇴근 이용자가 집 되고 상업

활동이 복합된 지하상가의 유동인구를 측정하여 재실자 도를 분석하 다.  실측 결과, 지하역사의 

연결부분은 퇴근 시간을 기 으로 하여 인원이 편 되었으며 상업시설은 11시, 14시, 17시 등 다양

한 시간에 이용자가 편 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아울러 재실자 도는 1.52인/㎡로 재 국내 기

과는 달리 다소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  서 론

  기존의 재실자 도 분석 연구는 다양한 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 고층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리에 한 특별법(이하 고층 특별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 에 

한 규칙’(이하 피난 규칙)에서 재실자 도 기 이 제정된 이후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하여 국내 황을 기반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특성은 각각

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여 아직까지도 실 이고 세부 인 기 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실자 도의 로우데이터를 확보하고자, 선행 연구에 뒤이어 지하상가라는 

특수한 공간 내에서의 유동 인구를 측정하여 재실자 도를 분석하 다.

2. 지하상가 재실자 도 조사  

  국내 지하상가는 다수 상가와 지하역사의 복합 인 기능을 가지며 출퇴근 시간에 집 인 

인구 유동을 가지는 지하역사와 상업시설을 기반하여  시간 에 평균 인 유동인구를 가지는 

상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표 인 공간으로 부천 역 

지하상가를 상으로 도조사를 수행하 다. 상공간의 지하역사는 동부 장과 서부 장으로 

구성되어 2개소의 개찰구로 인원이 집되는 형태이다. 지하상가부분은 지하역사의 동부 장과 

서부 장을 가로지르는 상업시설로 크로스오버의 형태를 지닌다. 각각의 출입구에 측정인원을 배

치하여 총 17개소의 출입구를 비롯한 부천 역 지하 서부역사 출입구, 형마트 지하매장의 출입

구에서 장 측정을 수행하 으며, 10분 단 로 기록하여 1시간 단 로 집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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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상 : 부천역 지하상가

- 상 면  : 4,376㎡

- 주 이용자 : 유동인구 + 고정인구

- 측정 방법 : 08:00-20:00 (12 hr)

- 측정 시기 : 2013년 6월 

진입인 원 진출인 원 재실자 
도[인 /㎡ ]

8시 1,946 1,919 0.016682

9시 2,114 1,937 0.057229

10시 2,303 2,040 0.084106

11시 3,082 2,506 0.171687

12시 3,802 3,437 0.122799

13시 4,100 3,625 0.148285

14시 4,430 3,924 0.163577

15시 4,481 4,076 0.140176

16시 4,692 4,433 0.106348

17시 5,333 4,593 0.22127

18시 5,261 4,698 0.180259

19시 4,286 4,024 0.110519

합계 45,830 41,212
1.522938

(0.66㎡/인)

  측정 결과는 상기 그림과 같으며 평균 3,626명의 인원이 측되었으며, 출근 시간이 집 되는 오

보다 퇴근시간과 상가시설의 주 이용시간인 17시-18시의 집 도가 가장 높았다. 한 재실자 

도 측정결과는 11시(0.17) 14시(0.16) 17(0.22), 18시(0.1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업시설의 주 이용

객이 해당 시간에 주로 이용되는 편 되는 모습을 보인다.  재실자 도는 1.52인/㎡로 행 

국내 기 과는 달리 다소 높은 결과 값이 측정되었다. 고층 특별법은 0.5인/㎡, 피난 규칙이 

0.357인/㎡임을 고려한다면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한 기  확보가 모색된다. 더불어 지하상가의 주 

용도인 지하역사로의 통행과 상가시설의 상업활동 등에 한 피크치와 재실자 도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소모비용과 안 성 등의 상충  확보가 요한 기 이 되리라 단된다. 

3.  맺음말 

  본 연구에서 국내 기 과 실제 측정값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정 용도에 따른 복

합  이용 황 등이 측되었다. 지하공간의 피난안 에 요한 설계기 인 거주 도 기 의 

정성 확보를 한 장조사와 복합용도에서의 용도와 피크치에 한 상 계 등을 규명하기 

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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