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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 록

도시경관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로를 구성하는 건물

의 입면이다. 가로변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은 보행자들에게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직접적으로 가로환경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

소이다. 특히 상업건축물의 입면은 용도의 목적에서 비롯되는 표현성으

로 인해 경관의 맥락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동안 상업건축물의 입면은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난립으로 인해 혼잡

하고 어지러운 가로경관을 연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상점별로 건물외벽

마감재 일체형 광고물을 통해 홍보하면서 입면에 나타나는 분절적 구성

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표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상업건축물의 입면관리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판정비사업 및 가로환경시설물 개선사업 등 여러 연

구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자치구별로 입면디자인가이드라인 지침을 마

련하여 민간건축물의 외관관리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간판

설치를 줄이고 입면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

았지만, 이들은 주로 옥외광고물과 같은 비(非)건축적 요소에 집중되어있

는 경향을 보이며 민간건축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입면의 구성방식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정체성 있고 쾌적한 가로경관연출을 위한 상업건

축물의 입면경관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하며, 현재 옥외광고물 차원의

분절적 접근이 아닌 건축물의 전체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통합적인

면적 접근방식을 통해 새로운 입면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

서 상업건축물에 있어 ‘통합적인 입면구성’의 특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

현하고 있는 ‘flagship store'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입면구성 연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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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이용자들의 인지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은 입면관리 유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통합형 입면’에

대하여 두 개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상업건축물의 ‘통합적 입

면구성’의 일반적인 특성 파악을 위해 서울시 상업건축물의 입면관리 현

황을 조사하고 ‘통합적인 입면구성’을 통해 표현하는 상업건축물을 전수

조사하여 그 특성을 파악한다. 이어 두 번째로 ‘통합적인 입면구성’에 대

하여 이용자들의 이미지 인지와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SD법을 이용한 설

문을 시행하였고, 기존의 상업건축물의 입면 이미지와 비교하여 이미지

형성과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분포하고

있는 ‘flagship store’를 전수조사한 뒤, 이 중 중소형 규모의 건축물이며

입면구성의 특성이 잘 나타난 건물 66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이들은 건축물 외피를 분할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캔버스화하여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며 일반적인 광고물과 달리 입면 디자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운영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어 건축물 입면 전체를 통합적으로 구

성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크게 건물 매입(34%)과 장기

책임임대(66%)의 경우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임대인 경우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건물 입면 전체를 리모델

링한 뒤 이에 맞는 임차인을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건물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상업건축물과 달리 건물 전

체 이미지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운영구조로 건물 전체이미지 제고는 물

론 내부의 임차인 구성까지 기능적으로도 통합적인 이미지 연출이 가능

하게 하였다. 따라서 입면을 전체를 캔버스화하여 이미지를 제고하는 건

물은 그 디자인 구성에 있어 운영주체 및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 이와

같은 입면 연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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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입면 연출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이미지 인지를 파악하고자

서울시민 220명을 대상으로 입면구성방식을 일반적 상업건축물 입면에

해당하는 ‘분절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통합형 입면’으로 나

누어 이미지 인지와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SD법을 통한 설문항목은 요

인분석을 통해 심미성, 명료성, 조화성, 친근성, 흥미성의 요인으로 분류

되었고 이미지 인지를 파악한 결과 분절형 입면은 친근성을 제외한 나머

지의 요인에서 모두 (-)의 점수로 나타나 이용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지하

고 있음이 나타났고, 선호도 측정항목에서도 모두 (-)의 점수로 나타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비해 건물 전면을 통일적으로 구성한 입면에 대하여는 조화성과

심미성, 명료성을 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근성에서는 다

소 낮은 점수가 나왔지만 요인 모두 (+)의 점수로 측정되어 통일적으로

구성한 입면에 대해 조화로우며 아름답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도에 있어서도 전면을 통합적으로 구성한 입면에 대하여 선호

도가 높게 나타나 옥외광고물이 아닌 입면을 통해 표현하고자 할 때 보

다 더 알기 쉽고 인상적이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면구성에

있어 2차적 요소인 옥외광고물보다 건물의 면 차원에서 경관을 관리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입면 구성이 이용자들에

게 이미지 인지와 선호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와 같은 입면 연출

에 있어서 건물 전체에 대해 통합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주체와

각 개별 상점의 기능적인 연결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입

면경관관리에 있어 면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자 한다.

주요어 : 상업건축물, 파사드, 통합적 입면구성, 플래그십 스토어, 이

미지 선호, SD법.

학 번 : 2012-20717



- iv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제 3 절 연구의 흐름 ····························································· 3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5

제 1 절 도시경관과 건물입면 ············································ 5

1. facade의 정의 ······································································· 5

2. facade의 구성요소 ······························································· 5

3. facade 디자인 역할과 변천 ················································ 7

4. 홍보매체로서 facade의 역할 ·············································· 7

제 2 절 상업건축물의 입면관리 ······································ 9

1. 건축물 경관관리 동향 ························································· 9

2. 건축물 경관관리 관련 심의 ··············································· 9

3. 건축물 입면관리제도 현황 ················································· 10

제 3 절 상업건축물 기획 및 개발 ···································· 15

1. 상업용 건축물의 종류 ······················································· 15

2. 상업건축물의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점 ··························· 15

3. 운영주체에 따른 건축물 관리의 한계점 ························· 16

제 4 절 선행연구 고찰 ························································· 17

1. 상업가로, 건축물 관련 이미지 평가 선행연구 ·············· 17

2. 건축물 경관관리 관련 선행연구 ······································· 17

3. 플래그십 스토어 관련 선행연구 ······································· 18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9



- v -

제 3 장 통합적 입면구성 건물의 특성 ················ 20

제 1 절 조사개요 ································································· 20

제 2 절 통합적 입면구성건물의 특성 ···························· 21

1. 운영주체에 따른 통합적 관리 ··········································· 21

2. 통합적인 테넌트 구성 ························································· 22

제 4 장 이용자의 입면 이미지분석 ······················ 24

제 1 절 분석의 개요 ························································· 24

1. 분석의 개요 ··········································································· 24

2. 설문의 방법 ··········································································· 25

3. 경관평가 형용사 선정 ························································· 26

4. 측정요소 ················································································· 26

5. 이미지 측정 형용사 선정 ··················································· 27

제 2 절 연구 대상 사례 선정 ········································ 29

1. [유형1] 건축물 사례 선정 ·················································· 29

2. [유형2] 건축물 사례 선정 ·················································· 30

제 3 절 설문조사개요 ························································· 32

1. 설문의 구성 ··········································································· 32

2. 설문조사 방법 ······································································· 32

3. 이용자 특성 ··········································································· 33

제 4 절 이미지 평가 요인 추출 ······································ 35

1. [유형1] 이미지 형성 요인 ·················································· 35

2. [유형2] 이미지 형성 요인 ·················································· 36

3. 각 유형별 최종 요인 ··························································· 37

제 5 절 건축물 유형별 이미지 분석 ······························ 38

1. 입면에 대한 이미지 인지 특성 ········································· 38

2. 입면에 대한 선호도 특성 ··················································· 39



- vi -

제 6 절 선호도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 40

1. [유형1] 선호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 41

2. [유형2] 선호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 41

제 7 절 설문 조사지역별 이미지 분석 ···························· 42

1. [유형1] 조사지역별 이미지 인지 차이 ······························ 42

2. [유형2] 조사지역별 선호도 차이 ········································ 43

3. [유형2] 조사지역별 이미지 인지 차이 ······························ 43

4. [유형2] 조사지역별 선호도 차이 ········································ 44

제 8 절 인구특성 차이에 대한 이미지 분석 ················· 45

제 9 절 소결 ············································································ 47

제 5 장 결론 ······························································ 48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48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50

부록 ················································································· 51

참고문헌 ········································································ 63



- vii -

표 목 차

[표 1]�파사드의 구성 체계 ···················································································· 6

[표 2]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요소 ·········································································· 10

[표 3]�서울시 시가지경관설계 기본방향 및 5대원칙 ······································ 11

[표 4] 서울시 시가지경관 체크리스트_건축물 형태․외관 ···························· 11

[표 5]�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도시디자인기본계획 현황 ·································· 12

[표 6] 상업가로 이미지 평가 선행연구 ······························································ 17

[표 7]�건축물 경관관리 관련 선행연구 ······························································ 18

[표 8] 플래그십 스토어 관련 선행연구 ······························································ 18

[표 9]�어의구별척도법에 의한 형용사 인자분류의 예 ···································· 26

[표 10] 선행연구의 도시 가로 건축물 간판의 의미를 분석한 형용사 쌍 ·· 28

[표 11]� [유형1] 건축물 사례 ················································································· 30

[표 12] [유형2] 건축물 사례 ················································································· 31

[표 13]�이용자 특성 ································································································ 34

[표 14] [유형1] 주성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 35

[표 15]� [유형2] 주성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 36

[표 16] 유형별 최종 요인선정 ·············································································· 37

[표 17]�유형별 이미지 인지 요인 기술통계 ······················································ 38

[표 18] 유형별 선호도 특성 기술통계 ································································ 39

[표 19]�유형별 선호도 영향요인 ·········································································· 40

[표 20] [유형1] 선호도 다중회귀분석 ································································· 41

[표 21]� [유형2] 선호도 다중회귀분석 ································································· 41

[표 22] 이미지 항목별 유의미한 지역차이 ························································ 42

[표 23] [유형1] 조사지역별 이미지 인지 차이 ················································· 42

[표 24]� [유형1] 조사지역별 선호도 차이 ··························································· 43

[표 25] [유형2] 조사지역별 이미지 인지 차이 ················································· 43

[표 26] [유형2] 조사지역별 선호도 차이 ··························································· 44

[표 27] 연령별 이미지 인지차이 ·········································································· 45

[표 28]� [유형2] 연령별 유의미한 이미지 요인 ················································· 45

[표 29]� [유형2] 연령별 유의미한 선호도 요인 ················································· 46



- viii -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흐름 ······························································································ 4

[그림 2] 통합적 입면관리 건물의 특성 ··························································· 23

[그림 3] 분석의 개요 ······························································································ 25

[그림 4] 유형별 이미지 인지 요인 기술통계 ················································ 38

[그림 5] 유형별 선호도 특성 기술통계 ··························································· 39

[그림 6] [유형1] 조사지역별 이미지 인지 차이 ··········································· 42

[그림 7] [유형1] 조사지역별 선호도 차이 ······················································ 43

[그림 8] [유형2] 조사지역별 이미지 인지 차이 ··········································· 44

[그림 9] [유형2] 조사지역별 선호도 차이 ······················································ 44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배경�및�목적

현대에 있어 도시 이미지는 도시의 경쟁력이자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

출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도시경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다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가로경관으로 건물과 인간과의 시각적 언어를 통해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에 가로변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은 가로 경관에 가장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에 따라 가로의 이미

지가 결정된다. 특히 상업건축물의 facade는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호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해서 facade 내의 부분과

전체에 대한 관계가 맥락적으로 연출되어야 할 것이다.1)

그동안 상업건축물의 입면은 용도의 특성상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난립

으로 인해 혼잡하고 어지러운 가로경관을 연출하였고, 건축물의 전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분절적 입면을 구성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중소형 건축물에 있어 최근 상점들의 표현방식이 단순 옥외광고물

이 아닌 건물외벽 마감재 일체형 광고물로 변화하면서 입면으로 드러내

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노후화된 입면에

새로운 입면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별 상점 영역이 강조되어 건축물 전

체 입면의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입면구성이 분절적 성향이 더욱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유재이면서도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업건축물 입면의 특성상 개별점포별로 독립적이고 분절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파사드 내에서 통합적으로 구성될 수

1) 박성진 김인호,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의 관리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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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관리 방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입면관리사항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판정비사

업을 시행하고 최근 경관법을 개정하여 각종 법적규제와 유도방법을 시

행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주로 건축제어요소 중 옥외광고물과 건

축 볼륨을 제한하는 부분에 한하여 다루어지고 있을 뿐 facade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로 내 혼잡한 경관을 연출하는 상업건축물의 분절적

인 입면에 대해 통합적인 구성⋅관리를 통해 보다 조화로운 경관 연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며, 연구대상으로 건물 전체 입면의 통합적 구성의

특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flagship store’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에 상업건축물 facade의 통합적인 구성 배경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건축물 경관관리에 있어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내용�및�방법

본 연구에서는 입면관리 유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통합적 입면구성’

에 대하여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상업건축물의

‘통합적 입면구성’의 일반적인 특성 파악과 관리 현황에 대해 특성을 도

출하고자 통합적인 입면 구성의 특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flagship store’를 전수 조사하여 일반적 현황과 특징을 파악한다. 전수

조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flagship store’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목

록화 과정을 시행하였고, 이 중 일반 중소형 상업건축물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3~5층의 중충형 건물과 매스형태에 있어 비슷한 형태의 단일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이에 플래그십 스토어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도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일반적 현황(위치, 브랜드명, 층수, 연

면적, 건폐율, 용적률)과 운영구조(소유자, 임대구조, 테넌트 믹스), 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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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표현형태 등을 파악하여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두 번째로 ‘통합적인 입면구성’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이미지 인지와 선

호도를 조사하고자 SD법을 통하여 설문을 시행하였고, 기존의 상업건축

물의 입면 이미지와 비교하여 통합적인 면구성이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지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통합적인 입면구성에 대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인지와 선호도 조사를 시행하여 특성을 도

출한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건축물 입면의 구성방식에 있어 통일성과 연

속성을 갖춘 플래그십 스토어의 입면과 일반 옥외광고물로 나타나는 분

절적인 상업건축물의 입면 이미지를 비교하여 이미지 인지평가를 시행하

였고, 유형별 이미지 특성 비교와 더불어 설문 조사 지역별 비교, 응답자

특성별 비교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상업건축물 입면의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구성을

통한 상업건축물 경관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1) 선행연구를

통하여 건축물 입면의 표현성과 경향⋅ 건축물 입면 경관관리에 대한 법

을 살펴보고 상업건축물의 개발 및 운영에 따른 관리의 차이점을 살펴본

다. 2) 이어 입면 전체를 통합적으로 구성한 상업건축물의 입면연출 배

경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flagship store'를 중심으로 일

반적 현황을 조사하여 특성을 파악한다. 3) 이어 입면 이미지에 대한 선

행연구에 기반을 두어 설문조사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4)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통합적 입면/분절형 입면에 대해 이미지 인지와 선호도 조사를

시행하여 입면관리 방향의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제� 3� 절� 연구의� � 흐름

본 연구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으로 상가건물 입면에 대해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범위와 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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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에서는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도시경관과 건물 입면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 통합적 입면관리가 가능한 운영시스템에 대하

여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통합적 입면구성의 유형으로 지정한 플래그십 스토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서울시에 분포한 65동을 대상으로 특성을

파악하여 통합적 입면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조사한다.

제 4장에서는 통합적인 입면관리가 되는 건축물 유형의 이미지에 대해

이용자 220명을 대상으로 통합적 입면구성과 일반 분절적인 상업건축물

입면에 대해 SD법을 통해 이미지 인지와 선호도를 측정하고 특성을 비

교한다.

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림 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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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및�선행연구�고찰

제� 1� 절� 도시경관과�건물입면

1.� 파사드의�정의

건물에 대한 1차원적인 이해는 건물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고 특히 파

사드에 의존하게 된다. 파사드(Facade)의 어원은 라틴어의 Facies에서

유래된 것으로 얼굴(Face)과 겉모양(Appearance)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

으며, 건물의 입면 중 현관, 즉 정면과 거리에 면하고 있는 입면으로 정

의되고 있다. 2) 건물의 파사드는 건물의 상징성을 가장 쉽게 인식시킬

수 있는 면으로서 기능이나 형태 등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따라서 파사드는 건물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내부의 프로그램과 의미,

상징성을 전달하는 건물의 구성적 요소이며, 가로공간과 같은 공공영역

의 이미지를 조성하는 배경이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상업건축물 파사드의 역할은 크게 4가

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건축물에 있어 내부와 외부라는 영역의 경계

역할을 한다. 둘째, 간판·쇼 윈도우, 혹은 건물 외벽을 통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한다. 셋째, 고객유도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이미지 확

보 기능을 한다. 이처럼 상업건축물 파사드의 기능은 소비자에게 주의와

흥미를 유발하여 소비자 구매행동의 시발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풍

부한 가로경관을 연출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2.� 파사드의�구성요소

  가로이미지는 건물의 파사드로부터 1차적인 영향을 받는다. 가로변 건

2) Rob Krier, 이용재 옮김, 건축의 요소들, 집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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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특성/�세부형태

1차적�요소

(구조적�요소)

벽면
색채,�질감,�재료,�

입면�유형

외형 전체적인�형태

개구부 출입구,�창문

2차적�요소

(장식적�요소)

사인(간판) 위치,� 크기

쇼�윈도우 상품의�디스플레이

슈퍼그래픽 디자인,�색채

조명 색채,� 밝기

축물의 파사드는 개방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개방적 기능공간

으로서의 출입구를 포함하는 저층부, 개구부와 벽체를 포함하는 상부층

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파사드를 형성하는 요인들은 건축물 내부공간

의 성격과 형태적 표현의 미, 구조법과 재료의 사용 그리고 도시의 문화

적 컨텍스트 등에 의한 것이다.3) 가로변 건축물의 파사드는 여러 가지

형성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파사드의 구성에는 내적요소

(1차 구성요소)와 외적 요소(2차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표 1] 파사드의 구성 체계

사용자들은 처음에 1차적인 요소를 통하여 가로를 인식하지만, 1차적

인 요소보다 2차적인 요소를 기억하고 연상하며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따라서 2차적인 요소가 가로 이미지 형성에 2차적인 요소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4)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 보행자의

시야에 주로 들어오는 저층부에 위치하여 그 영향이 크며, 점포주들의

경쟁적인 홍보로 인해 건물의 벽면을 뒤덮어 간판이 파사드의 전체적인

외형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이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1차적 요소와 2차적 요소가 서로 조화되면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3) 김경현, 상업건축물 facade 구성요소에 따른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7.

4) 오연순, 가로변 건축물의 파사드 구성유형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석

사학위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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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사드�디자인�역할과�변천

파사드는 건물의 기능과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도시 가로경관의 미적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상업건축

물의 파사드는 지나가는 고객을 유도하는 집객의 기능으로 인해 이미지

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시각적인 형식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진다.

파사드 디자인은 시대별로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왔으며 특성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모더니즘 이전 시대에서의 건축외피는 실증주의

와 합리주의 영향에 따라 구조의 일부이면서 기능을 표현하는 표층적인

도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탈모더니즘의 등장으로 실체와 분리된 이미지

를 구축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건축물의 외피를 실체와 분리된

이미지로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5) 그 특성들을 보

면 1980년대의 파사드는 단순한 형태와 수평강조형이 주류를 이루었고,

주로 경제적인 관점이 우선시 되면서 효율성이나 용도의 극대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이후 1990년대에 오면서 다양한 파사드 디자인이

나타났고 보다 기능적이고 상징적이며 과장된 장식이 강조된 파사드 디

자인이 등장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변용과 보다 추상적이고 복

합적이며, 독특한 형태의 파사드 디자인으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

타내고자 하는 홍보매체로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시대의 변화

에 따라 벽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다양화로 인해 파사드가 디자인 요소

의 범위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홍보의�매체로서�파사드의�역할

최근 상업공간의 감성화 전략을 통해 파사드는 점차 상징성이 강한 이

미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감성을 고려한 표현을 통하여 파사드

를 브랜드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며 기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상

업건축물의 홍보매체는 옥외광고물이었다. 주로 이러한 옥외광고물이 모

5) 이진영 외, 2011, 현대 상업건축의 물성발현 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

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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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 건물의 파사드를 형성하게 되며 건물의 본래 외피를 뒤덮어 옥외

광고물이 건물의 입면을 지배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로버트 벤츄리는 그의 유명한 저작인 ‘라스베가스의 교훈’에서 도시 간

판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을 말한다. 하나는 일반적인 건물에 글자나 로고

를 담은 간판을 부착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자신의 존재를 연상시키는

형상자체가 건물의 형태가 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현대 상업건축물 중 기업의 브랜드 단독매장은 벤츄리가 언급한 두 가

지 유형 중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사례가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

다. 기업에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투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건물의

파사드 전면을 이용하며 건축외피를 하나의 캔버스화하여 감성적인 광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현대 상업공간에 있어서 건축외피의 역할은

단순히 파사드를 구성하는 1차적인 요소에서 벗어나서 2차적인 요소의

역할까지 같이 수행하며, 외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파사

드는 단순히 판매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서 마케팅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자체를 하나의 홍보 매체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파사드 전면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외피의 표현이 두

드러진 경향을 보인다. 브랜드의 심볼을 구현하거나 아이덴티티의 개념

이 도입되어 매장의 입면을 통해 브랜드스케이프(brandscape)를 형성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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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업건축물의�입면관리�

건축물 경관관리는 건축법 에 의한 건축물 법적 규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지구단위계획, 경관법 의 경관계획 , 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 제시된 항목을 검토하여 입면에 대한 지침을 살펴본다.

1.� 건축물�경관�관리�동향

건축물 경관관리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그 외 관련 법제 로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경관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용도지역⋅ 지구제를

바탕으로 한 건축법 에 의해 건축물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며, 대상지역

에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계획 등이 수립될 경우 별도의 건축물 경관관리

가 운영된다. 그 외 비법정 계획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별 경관관련

조례 와 디자인가이드라인 및 도시디자인계획으로 건축물 경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별로 계획이 수립된다.

2.� 건축물�경관관리�관련심의

건축물 경관관리 중 민간건축물과 관련된 심의는 경관심의, 건축심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 도시건축공동심의, 경관관련심의, 빛공해 심

의로 분류된다.6) 현재 건축물 경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분양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미관에 대한 심의

제도가 있으며, 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이에 대해 경관

6) 김재천, 건축물 경관심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

원 건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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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요소 검토항목
1. 배치 조망확보, 도시구조, 주변과의 조화 등
2. 규모/높이 주변과의 조화, 스카이라인, 압박감 등
3. 형태/ 외관 주변과의 조화, 일체적 디자인(부속설비) 등
4. 재질 재질의 조화, 이질적 소재 등
5. 외부공간 연속성, 환경성 등
6. 야간경관 서울특별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준용
7. 색채 지역에 맞는 색채 계획 수립
8. 옥외광고물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중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용

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디자인,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고 있다.

3.� 건축물�입면관리�제도�현황

서울시는 건축물을 포함한 경관자원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

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관관련 법제도를 연계한 종합적 경관관리체계

인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특정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실현을 위한 운

영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을 살펴보고

민간건축물 중 연구대상인 서울시 상업건축물의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입

면관리의 현황을 조사한다.

(1)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건물을 짓거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획이나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에 경관계획이 권장하는 방향에 따

라 계획할 수 있도록 경관목표를 제시하고, 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

단위를 설정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다음 8가지 계획요소를

고려해야한다.

[표 2]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요소

(2) 서울특별시 시가지경관계획

시가지경관계획은 특정경관계획으로 서울시 시가지경관을 위한 계획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목표별 기본원칙 및 과제, 추진방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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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원칙

조화롭고 정돈된 가로경관
높이와 규모 면에서 주변과 조화
부속물을 차폐하거나 건축물과 통합된 디자인

표정이 살아있는 건물외관 단조로운 입면 지양, 분절화 유도

모두에게 쾌적한 보행 공간
대지내 공지와 공공공간의 통합적 이용 유도
보행중심의 교통환경, 보행환경 향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외관 (x) 조화로운 외관 (o) 설비시설의 시각적 노출 (x)
디자인을 통한 설비시설의 처리 

(o)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평가
주변과 조화 형태 및 외관은 주변 시가지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옥상설비 옥상설비 등 부속설비의 노출을 지양한다.
부속설비 건축물에 부속하는 설비는 디자인과 조화되도록 한다. 

시한다. 시가지경관설계지침은 일반 시가지 가로변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화롭고 정돈된 가로경관형성의 유도를 위한 최소한의 설계지침이다.

시가지경관설계지침의 기본방향과 5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 3] 서울시 시가지경관설계 기본방향 및 5대원칙

시가지경관설계지침은 시가지경관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의 배치, 규

모・높이, 형태・외관, 재질, 외부 공간,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을 항

목으로 하며 이 중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변건축물 및 지역경관의 형태적 균형을 유도하고, 고층 및 저층부의

외관, 외부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등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다.

[그림 2] 서울시 시가지경관설계지침_건축물 형태․외관7)

[표 4] 서울시 시가지경관 체크리스트_건축물 형태․외관

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가지경관계획,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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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수립 건물 외관 관련 사항

관련 

대상

강서구 

도시디

자인기

본계획

2009.10

대상: 민간부문_건축물

￭ 관련 지침사항

- 조화로운 건축물 입면 형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건축디

자인 및 시가지와 의 조화 고려

- 창조적 디자인 유도 : 지나친 디자인은 지양하나 창조적 디

자인을 유도

- 옥외광고물 개선 : 건축디자인과 시가지와의 조화를 고려

- 활력 있는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 입면 특화

- 다양한 입면요소를 도입한 파사드 계획을 통해 가로경관 형

성 : 저층부 입면에 전면 유리도입으로 개방감을 조성하거나 

입면 디자인을 특화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가로경관 향상

-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개방성 증대

건축물/

공공

건축물

금천

도시

디자인 

vision

21

2009.12

대상: 상업용 건축물(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임대용 건축물)

￭ 소규모 상업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 건축선 후퇴

- 건축물 폭 및 시각적 분절

- 입면의 형태

- 지붕의 형태

- 창문의 형태

- 외관의 입체감

- 차양막 설치 위치

- 전시벽 조성

- 외장재의 종류

- 상가1층부 쇼윈도 및 단차발생 제한

가로경관

/건축물

(3) 자치구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현재 자치구별로 수립되어 있는 경관관련 계획 분석을 통해 민간건축

물의 외관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건축물 입

면디자인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향과 상업건축물 입면

에 관해 규제하는 사항을 파악한다. 다음은 각 서울시 자치구별로 수립

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중 민간건축물 외관관련 지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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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디자인

기본구

상 및 

실천 

과제

2009.07

대상: 민간건축물

가. 미관지구 및 도로폭이 20m이상인 도로변 신축・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에 가목에 해당되는 건

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 관련 지침사항

-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과장된 입면 디자인은 지양한다.

- 건물의 측후면 입면은 정면과 함께 통합 디자인 한다.

-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되, 재료 자체의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 계획은 지양한다.

건물외관

/건축물 

저층부

성북구 

도시

디자인 

기본계

획

2009.12

대상: 민간건축물

￭ 관련 지침사항

민간 건축물 중 공동 주거지 계획만 언급됨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 입면은 친환경 디자인을 통해 쾌적한 녹색도시 유도

공공건축

/옥외

광고물

송파구 

도시

디자인 

기본계

획

2009.06

대상: 상업용 건축물_연면적 5,000미만의 건축물

￭ 관련 지침사항

건축재료(외장재/바닥재/지붕재) 권장사항

건축물 색채/ 건축물 배치

건축물/

옥외

광고물

용산구 2010.03

대상: 민간건축물

￭ 관련 지침사항

- 건축물 외벽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

서 통일성 유지를 권장

- 틀에 박힌 획일적인 형태의 건축물 혹은 지나치게 장식적이

고 과장된 건축물은 지양

- 외관은 조립식, 무피복 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

건축물/

옥외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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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도시

디자인

기본계

획

2009.10

대상: 공공건축물의 지침을 민간건축물까지 확대적용

소/중규모 상업, 업무시설

대규모 상업⋅업무시설

￭ 관련 지침사항

- 획일적이고 과장된 입면디자인을 금지하고 입체감 증진을 

위한 디자인 권장

- 건축의 정면과 측면디자인이 연속성을 지니게 할 것

- 주출입구의 특화된 디자인

- 재료는 주 외장재/부 외장재/포인트 외장재 3종류 이내만 

사용할 것

건축물/

옥외

광고물

[표 5]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도시디자인기본계획 현황

자치구별 경관계획에서는 주로 건축배치와 관련된 건축선 후퇴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외관에 대한 사항으로는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건축물 전체의 조화와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외장재사용과 입면디자인을 권장하였다.

이외 입면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자치구별 색채 권장, 외장재 관련 사

항이 있었으며 옥외광고물 관련으로 서울시 경관기본계획의 지침에 따라

광고물의 크기, 색채 등의 권장사항을 지침에 수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의 입면에 대한 사항은

각 경관계획에 언급이 되어있지만 입면 구성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사

항이 미비한 실정이며, 공통적으로 획일적이고 과장된 입면 디자인을 지

양하는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입면의 구성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지침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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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업건축물의�기획�및�개발�

1.� 상업용�건축물

상업용 부동산은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의미되며 이는 크게 사무용 빌딩

과 판매시설(retail property)로 구분될 수 있다. 사무용 빌딩은 대형임대

용⋅임대용⋅통임대용⋅사무실과 전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 판매시설은

다시 지역쇼핑센터와 근린센터⋅가로점⋅전문점⋅할인점으로 구분된다.8)

본 연구에서는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가로 내에 위치하는 중규모의

건물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2.� 상업건축물의�운영주체에�따른�차이점

상업건축물은 분양방식(등기분양)과 임대운영(임대분양)에 따라 건물의

관리 및 유지에 차이점을 보인다. 운영방식에 따라 상업건축물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 일원화된 운영관리가 가능하며 이는 입면의 통합적인 구성

에 대한 실현 유무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분양형과 임대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분양형은 개별 소유자명의로

점포별 등기분양을 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 소유주별로 그

권한을 행세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주별로 소유권이 분

할되어 있으며 입면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구분 소유되

어있다.

이에 비해 임대형은 하나의 운영주체가 상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 혹은 전세 개념으로 각 점포별 임차인을 구성하여 가게 하나씩 서

로 다른 임대분양자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

분의 상업시설은 분양형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임대

형과 같은 상업시설로 추세가 이동하고 있다.

8) 하권찬, 2009, 상업용 부동산 개발론,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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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주체에�따른�관리의�한계점

운영주체에 따라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어 여러 가지 통합적인 관리에

대해 한계점이 존재한다.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건물 관리에 있

어 관계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의견통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가 많으나, 운영주체가 일원화된 경우 건물주가 하나로서 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의견통일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건물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입면을 관리하고 리모델링을 시행할 때 각 상점마다 의견통

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합적인 입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체소유의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구성되는 단순한 구조를 가

지고 있으나, 분양형의 경우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어 각각의 소유자가

존재한다. 여기서 이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임차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대

하여 몇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계자가 무수히 많아질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며 이는 건물 관리에 있어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

기 때문에 분양형이 통합적인 건물 관리가 어려운 단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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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와 양산시의 중심가로변을 대상으로 가로경관이 환경인지와 관련된 
물리적 차원과 심리량과의 상관성을 밝힘.

이재원 (2004)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가로경관의 이미지를 평가, 쾌적성, 번
화성의 인자로 나타남.

김윤희 (2005)
상업지역의 간판 점유밀도를 조사하여 ‘인지성’과 ‘정감성’의 인자를 도출
하고 점유밀도에 따라 가로경관의 이미지를 특성화함.

김지희 (2008)
건국대 상업가로를 대상지로 주성분 분석을 통해 가로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제시.

이지은 (2009)
지방중소도시 상업가로의 활성화를 위해 야간상업가로의 물리적 요소와 
만족도의 교차분석을 통해 야간경관을 고려한 상업가로 계획방향을 제시.

제� 4� 절� 선행연구�고찰

1.�상업가로,�건축물관련�이미지�평가�선행연구

건축물의 외관의 평가나 가로경관을 분석 평가하는 선행연구는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로경관이나 건축물의 외관을 평가한 선행연구들

은 물리적 특성과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미지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가로환경 구성요소에 따라

느껴지는 이미지를 평가어휘를 통해 평가요인을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진

행되어지고 있다.

[표 6] 상업가로 이미지 평가 선행연구

2.� 건축물�경관관리�관련�선행연구

건축물의 경관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1980년대까지 주로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에 대한 정비방안의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1990년대 들어서

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옥외광고물 정책관리방향에 관한연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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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내용

이수연 (2010) 명품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대상으로 파사드의 구성요소분석

이수철 (2011) 명품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의 특성과 아트마케팅 특성에 관한 연구

이승희 (2009)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을 통하여 플래그십 스토어의 물리적 특성, 개
성, 관계,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장 분석

배인숙 (2011) 현대 플래그십 스토어를 대상으로 공공적 특성에 대해 사례 분석
김선영 (2008)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비주얼 요소를 나누고 사례들을 분석

연구자 연구내용

김승욱 (1993)
건축물에 부착된 간판의 부착비율에 대해 중점을 두어 간판의 부착비율에 
따른 SD법을 이용하여 실험.

서울시정개발원 
(1994)

옥외광고물관리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옥외광고물 관
리의 비장화, 광고물의 분류체계 개선, 용도지역을 고려한 구역별 차등규
제, 규제완화 또는 강화를 위한 특별구역 운용, 생활형 광고물에 대한 규
제 현실화 등을 개선안으로 주장.

신정철 (2002)
간판의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법체계와 규제･관리방안상의 문제점을 파악
하여 정비방안을 제시.

어지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연구방향이 일반시민, 광고주, 공무원 등 관

련 이해 당사자들의 설문조사에 의한 규제 및 제도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 와서는 디자인 분석

을 통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와 선호도 분석을 통한

옥외광고물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표 7] 건축물 경관관리 관련 선행연구

3.� 플래그십�스토어�관련�선행연구

 플래그십 스토어 관련 연구들은 건축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브

랜드 아이덴티티에 따른 건축 재료의 표현, VMD 표현요소에 관한 연구,

체험 마케팅에 관한 연구 등 주로 브랜드와 관련하여 브랜드 이미지 마

케팅, 혹은 건축 재료특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표 8] 플래그십 스토어 관련 선행연구



- 19 -

4.� 선행연구와의�차별성

본 연구는 중소규모의 상업건축물 입면관리에 있어 기존의 개별 상점별

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분절형 입면이 아닌 건물 전면을 활용하여 구성하

는 통합적 구성을 통한 경관관리를 제시하는 연구로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분절형과 통합형에 대하여 비교를 통해 이미지 인지에 대해 파악한

다는 것에 있어 방법론적으로 차별성이 있다.

또한 브랜드의 가치와 마케팅적으로만 접근했던 기존의 플래그십 스토

어 선행연구와는 달리 통합적 입면구성의 대표적 유형으로 플래그십 스

토어를 선정하고 입면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

다 입면 구성이 가능하게 된 배경까지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며, 상업건

축물의 입면구성에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 선

행연구와 달리 건축물 경관관리에 있어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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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통합적�입면구성건물의�특성

제� 1� 절�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입면구성을 통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플래

그십 스토어에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여 이와 같은 입면이 연출 가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전수 조사에 앞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키워

드를 사용하여 검색되는 모든 뉴스기사를 수집하였다. 이 중 단독매장이

아닌 대형쇼핑몰 입점매장으로 입면의 특성을 알 수 없는 경우와 규모가

작아 기존 상가 건물과 비교가 어려운 매장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운영

하고 있는 매장 중 일반 상가건축물과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며 입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소형 건축물 66개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부록 참고)

이에 본 연구는 수집된 사례를 1) 운영 및 관리방식, 2) 매장 특징․역

할 등에서 주목할 특성으로 테넌트의 구성측면을 살펴보았고, 3) 입면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와 같이 통일된 입면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

의 현황을 이해하고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건물의 전면을 사용하여 통일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기존의

분절적인 입면처리와 비교하여 이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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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통합적�입면관리건물의�특성

1.� 운영주체에�따른�통합적�관리

본 연구에서는 통일적인 입면처리건물에 대하여 서울시에 플래그십 스

토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운영주체에 있어는 장기임대차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는 매장이 65개 중 48개로 74%를 차지하고 있었고, 35%를 차지

하는 17개 매장은 회사 소유의 건물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리주체에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single ownership의

특성을 갖고 있어 상업건축물의 통일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 상업건축물을 보면 다른 나라와 대비해서 ‘분양’이라는

제도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상업건물은 소유권이 분

할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입면의 통일성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도 이와 같이 각자의 점포가 다른 소유권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타 업종과 건물의 전체적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영역

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각자의 매장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

존 건물 입면에 새로운 입면을 덧대어 표현하게 되며 이는 하나의 건물

에 있어서도 입면을 통해 개별 매장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

이 드러난다.

이에 비해 통합적으로 입면을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 장기임대

차에 따른 건물로 대부분이 3층 이상의 면적을 임대하거나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최근은 장기 책임임대차 마스터리스 방식을 통하여 건물 전체를

장기 임차한 후 전면 리모델링을 통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낸 뒤 이

를 다시 재임대하여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는 기존의 상가건물과 같이 분할하여 임대하지만, 상가건물 전체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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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나타낼 수 있어 조화로운 입면 디자인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보다

건물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플래그십 스토어뿐만 아니라 건물의

통일된 입면을 갖는 상업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마스터 리스를 통해 효과

적으로 이미지를 나타내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노후된 건물을 통째로

임차한 다음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가치를 상승시킨 후 임대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특성을 보이며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입면이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물은 통합적으로 운영이 가

능한 single ownership을 통해 건물을 운영 및 관리하는 특성을 보인다.

2.� 통합적인�테넌트�구성

운영특성과 더불어 테넌트 구성에 있어서도 일반 상업건축물과 다른 특

성을 보인다. 1) 단일 브랜드가 건물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2) 다수의 테넌트로 구성되어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브

랜드의 이미지에 맞거나 이를 더욱 강조할 수 있는 테넌트에게 일부 공

간을 임대하여 기능적으로도 건물 전체의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이는 단순히 제품판매 뿐 아니라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보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하고자하는 트렌드를 보여주

며 건물 전체의 통일성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명품 브랜드인 E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보면 1~2층의 매장

외에도 지하에 브랜드 뮤지엄과 북카페, 고급 레스토랑 운영을 통해 브

랜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극대화하였으며, 3~4층에는 아트갤러리 등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남동의 C사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의류 매장과 더불어 1층에 유기농

베이커리를 운영하여 문화적이고 유니크한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신사동

S사는 1층에 가든 카페를 통해 매장 앞 공간에 좌석 등을 배치하여 편

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웃도어 브랜드인 N사의 플래그십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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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아웃도어 의류 매장과 더불어 암벽등반 체험장과 휘트니스 등 스포

츠 관련시설을 운영하여 다양한 아웃도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임대 가능한 대형 컨퍼런스 룸과 같은 문

화시설을 갖추어 종합적인 체험문화공간으로 건물 전체를 구성한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기존 매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테넌트에게 매장의 일

부 공간을 임대하여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

도록 구성하고 건물의 통일성을 기능적으로도 연결시키는 특성을 보인

다. 이와 같은 기능적 연결은 통일된 이미지로 입면 전체를 통해 효과적

으로 드러낼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앞서 살펴본 운영관리 측면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전체소유의 경

우 혹은 건물 전체의 장기임대의 경우 계약 조항을 통한 배치 변경이나

업종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테넌트 믹스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분양의 경우 등기이전 후에는 책임종료로 인해 임차인의 관

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상점 전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테넌트를 관리

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중소형 건물에 있어서도 쇼핑몰과 같

은 테넌트 믹스전략을 통해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도 강한 이미지와 스토리

텔링을 구사하여 건물의 통일적인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기능적

으로 강한 연결성을 갖도록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그림 2] 통합적 입면관리 건물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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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용자�이미지�인지분석

제� 1� 절� 분석의�개요

1.� 분석의�개요

본 설문은 상업건축물 입면에 대하여 분절적으로 접근하였던 기존 관리

방식과 다르게 보다 면적으로 전체적인 디자인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입

면에 대하여 이용자들은 어떠한 이미지로 인지하는지 비교하여 측정하고

자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행연구를 통해 건축물 입면처리방식에 따라 유형을 2개로

분류하였다.

[유형1]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분절형 입면

[유형2] 전면 디자인과 관리를 통한 통합형 입면

두 번째, 각 유형에 적합한 사례들을 선정한 뒤 건축물의 정면으로 구

성된 사진자료를 구축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건물의 이미지

를 평가할 수 있는 경관지표 어휘를 설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한다.

세 번째, 서울시민 약 230~250명을 대상으로 각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와 선호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며. 측정된 결과는 통계학적 검증을 통해 1) 각 경관에 대한 이미지특

성 비교, 2) 지역특성에 따른 인지 차이를 비교, 3) 응답자 개인특성에

따른 인지 차이 비교를 통해 각 입면구성에 대한 특징을 도출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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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석의 개요

2.� 설문의�방법

본 연구는 1) 입면 이미지에 대한 이용자의 이미지 인지 정도파악과 2)

이에 대한 특성 파악으로 진행된다.

먼저 입면 이미지 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방법으로 어의구별척도

평가방법을 사용한다. 어의구별척은 경관의 질이 높고 낮음을 상대적으

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관의 특성 또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 이

용된다. 어의구별척은 원래 환경, 인간, 장소 또는 상황 등에 관한 의미

의 질 및 강도를 조사하는 데 쓰이는 방법이다. (Osgood et al, 1957)

본 연구에서는 건물 입면구성 방식에 따라 건물입면 사진을 분류하고

이를 평가자에게 보여준 뒤 양극으로 표현되는 형용사 목록을 제시한 뒤

평가자로 하여금 느끼는 정도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표시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입면에 대한 이미지 형성요

인과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다.

이후 선호도가 높게 조사된 유형에 대해 그와 같은 입면구성이 가능하

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서울시에 분포되어 있는 건물을 전수 조사 후 운영

관리 측면과 내부 구성의 특징을 통해 그와 같은 입면 연출이 가능한 배

경과 시사점을 도출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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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요인

강명준 외 (2012) 심미성, 신비감, 친근성, 안전성, 복잡성, 정연성, 조화성, 선호도

김수연 외 (2010) 쾌적성, 조화성, 다양성, 역동성, 전통성

금기정 외 (2010) 활동성, 쾌적성, 안정성

권준범 (2009) 상징성, 인지성, 장소성, 조화성

심금용 외 (2006) 조화성, 동일성, 균형성, 변화성, 대립성, 리듬성, 전통성

이재원 (2004) 변화성, 쾌적성, 활동성

주신하 (2003) 자연성, 개방감, 안전성, 복잡성, 정연성, 조화성, 심미성

김종구 (2001) 개방성, 도회성, 활동성, 심볼성, 친근성, 녹지성

정성구 (2000) 쾌적성, 도시성, 안정성, 심미성, 고유성, 개방성

송대호 외 (1998) 새로움, 안정감, 경쾌함, 친밀감

3.� 경관�평가�형용사�선정

본 연구에서는 도시경관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보편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지적 접근을 취하며 경관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경관형용사를 이용한 분석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주신하, 2003)

따라서 관련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받은 형용사들을 수집

하고 본 연구의 의미에 맞는 요인들을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형용사들

을 추출하였다.

평가 형용사는 건축물 평가에 사용된 어의구별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선

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어 신뢰도가 확보된 형용사들로 구성하였다.

[표 9] 어의구별척도법에 의한 형용사 인자분류의 예

4.� 측정요소�

분석을 위하여 각 유형의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 측정에 사용된 15쌍의

형용사를 변수화하는 요인분석단계가 기본적으로 선행되었다. 따라서 이

미지 측정에 대한 요인은 총 5개의 요인으로 ‘심미성’, ‘명료성’, ‘조화성’,

‘친근성’, ‘흥미성’으로 추출되었다. 이에 대해 평균 점수가 (+)일수록 긍

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일수록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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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분류 형용사 목록

심미성 추한-아름다운, 멋없는-멋있는, 보기 좋은-보기 싫은, 

다양성

획일적인-독특한, 변화 없는-변화 있는, 모방적인-창조적인, 
평범한-독특한, 식상한-흥미로운, 시시한-즐거운, 진부한-새로운, 

지루한-흥미로운, 비 상징적인-상징적인, 눈에 띄지 않는-눈에 띄는, 
평범한-호기심 있는, 오래된-새로운

친근성
이질적인-친근한, 낯선-친근한, 삭막한-정감 있는, 친근감 있는-친근감 
없는, 눈에 익지 않은-눈에 익은, 혁신적인-보수적인, 모호한-명확한

조화성
조화롭지 못한-조화로운, 조잡한-세련된, 비대칭적인-대칭적인, 

끊어진-연속적인, 불연속적인-연속적인

임팩트성
눈에 뜨이는-눈에 안 뜨이는, 명확한-명확하지 않은, 

자극적인-자극적이지 않은

명료성
확실하다-불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믿을 수 없다,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 않다, 명확하다-명확하지 않다, 어울린다-안 
어울린다, 알기 쉽다-알기 어렵다, 형식적이다-비형식적이다

선호도
제품에 관심이 가는, 제품에 관심이 가지 않는.

싫은-좋은, 동경하지 않는-동경하는, 경관이 나쁜-경관이 좋은, 
걷고싶지 않은-걷고 싶은, 나쁜-좋은

로 판단한다.

심미성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공통된 미의식을 지칭

한다. 심미성은 보편적이고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도 있지만 주로 주관적

이고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강명준, 2012)

친근성은 익숙함 정도로 대상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많이

받아들여 익숙함이 증가되었을 경우 친근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화성은 구성요소들이 서로 어긋남이 없이 잘 어울리는 성질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입면 디자인의 조화성은 입면 내의 일관되며 조화된 이미

지를 말한다.

흥미성은 이미지에 대해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흥미성

이라 지칭하였고, 명료성은 이미지가 명확하고 알기 쉬운 이미지에 대해

명료하다고 느끼는 것을 명료성이라 지칭하였다.

다음과 같은 인자에 대하여 7점 리커트척도를 통해 측정된 요인점수로

특성을 도출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5.� 이미지�측정�형용사�선정

[표 10] 선행연구의 도시 가로 건축물 간판의 의미를 분석한 형용사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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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인자분류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자를 선

택하여 이미지를 판별하는 형용사 어휘를 구성한다. 본 연구는 건물 입

면이 홍보의 매체로 사용되었을 때의 반응을 판별하는 연구로 바람직한

상업건축물의 입면으로서 제안되어지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심미성,

친근성, 조화성, 명료성, 임팩트성의 차원에서 인자를 추출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형용사 목록 중 신뢰도 검증이 된 형용사들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설문응답자에게 각 유형별 입면 사진을 총 9개씩 제공하고

사진들을 보고 느껴지는 반응을 15쌍의 형용사와,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

한 형용사 4쌍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형용사는 1)추한-아름다운,

2)멋없는-멋있는, 3)모호한-명확한, 4)난해한- 알기 쉬운 5)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있는 6)눈에 안 뜨이는-눈에 뜨이는, 7)산만한-일관된, 8)조잡한

-세련된, 9)조화롭지 못한-조화로운, 10)낯선-친근한, 11)눈에 익지 않은

-눈에 익은, 12)지루한-재미있는 13)식상한-흥미로운, 14) 평범한-돋보이

는, 15)위압적인-아담한 등으로 구성하여 심미성, 친근성, 조화성, 임팩트

성의 차원에서 각 유형별 건축물의 이미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홍보의 차원에서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1)인상적이지 않다-인상적이다,

2)기억하기 어렵다- 기억하기 쉽다, 3)들어가기 싫다- 들어가고 싶다, 4)

경관이 나쁘다-경관이 좋다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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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부평�문화의�거리� (간판정비사업지구)

제� 2� 절� 연구� 대상�사례�선정

본 연구는 사진설문지로 구성되어있어 각 유형의 사례로 구성되는 건

축물들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공통적으로 중층에

해당하는 규모인 상업건축물을 선정하여 각 유형에 있어 크기에 따른 이

미지 인지에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유형1’에 해당하는 ‘층별분절형 입

면’은 상업지역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상업건축물 유형으로 선행연

구에서 경관평가사례와 옥외광고물 관련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대상지에

있는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사진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는 기존

에 쉽게 볼 수 있는 상업건축물 중 간판정비사업이 시행된 사례와 시행

되지 않은 사례를 모두 선정하여 이용자들이 기본적으로 분절형 입면에

대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2’에 해당하는 ‘통합형 입면’은 서울시에 위치한 브랜드의 플래그

십 스토어에 한정하며 이 중에서 건축전문지에 게재되거나 선행연구에서

대상으로 다루었던 건축물을 선정한다. 다만, 그 이외에도 건물 전면을

통하여 이미지를 홍보하는 특성이 잘 나타나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사례에 포함시켰다. ‘통합형 입

면’은 건물 전면 구성이 유형1과 극단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사례를 선

정하였다. 따라서 선정된 각 유형의 건축물들은 다음과 같다.

1.� � [유형1]� 건축물�사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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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송도�상업건축물�사례

노원시�문화의�거리�상업건축물�사례

� �꼼데가르송�플래그십 � �구찌�플래그십 까르띠에�플래그십�스토어

위치 서울시�용산구�한남동 서울시�강남구�청담동 서울시�강남구�신사동

개관

년도
2010년 2012년�리뉴얼�오픈 2011년

면적 1,719㎡ 3,000㎡ 919㎡

표현

특성

기존�건축물의�골조와�

유리�파사드는�유지하고�

벽과�파티션,�페인팅을�

이용하여�브랜드의�

정체성을�표현하여�지역의�

랜드마크로�구축

기존�건축물의�골조와�

유리�파사드는�유지하고�

벽과�파티션,�페인팅을�

이용하여�브랜드의�

정체성을�표현하여�지역의�

랜드마크로�구축

유연한�곡선미로�독특한�

파사드�형태와�밝은�회색�

콘크리트�건물에�유채색�

색상으로�유쾌하며�예측�

불허한�브랜드�이미지�

표현

이

미

지

[표 11] 유형1 건축물 사례

2.� [유형2]� 건축물�사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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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 리페어 
플래그십

네스프레소 플래그십   필립 림 플래그십

위치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개관

년도
2013년 2012년 2009년 

면적 690m² 853m² 832m²

표현

특성

브랜드 로고를 건물 
전체에 형상화하고 
목재를 이용하여 

독특하면서 친근한 
이미지 연출

브랜드와 이미지를 
고려한 파사드 색상의 

사용으로 제품과 
브랜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이미지 강화에 
기여함. 

볼록한 맞춤 콘크리트 
타일로 곡선적 평면으로 

표현되어 필립 림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

이

미

지

 폴 스미스 플래그십 Forever21 플래그십  코오롱 스포츠 플래그십

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개관

년도
2011년 2011년 2011년

면적 919㎡ 4265㎡ 899㎡

표현

특성

유연한�곡선미로�독특한�

파사드�형태와�밝은�회색�

콘크리트�건물에�유채색�

색상으로�유쾌하며�예측�

불허한�브랜드�이미지�

표현

내부�매장에�대한�

투영성을�높여� 매장�

진입율을�높이고�

디자인된�로고를�표피에�

일체화하여�브랜드의�

이미지를�강화시킴

등산,캠핑�등�레저�스포츠�

브랜드이미지를�

표현하고자�암석의�형상을�

파사드에�정제된�직선으로�

나타내어�브랜드�

기본정신을�표현.

이

미

지

[표 12] 유형2 건축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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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설문조사�개요

1.� 설문의�구성

본 연구는 건축물의 입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진 설

문지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각 유형 당 해당하는 건축물 9개로 구성된

사진을 동시에 보여준 뒤, 각 유형마다 똑같이 구성된 15쌍의 이미지 측

정 형용사와 선호도를 측정하는 4쌍의 어휘를 보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

답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설정하였으며, 각 유형의 건축물의 입면을 보고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하여 표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지에 대한 설문으로 유형1에 대한 설문 part1, 유형2에

대한 설문 part2, 인적정보를 묻는 개인특성 질문 6가지(성별, 나이, 직

업, 학력, 상업지역 평균방문횟수, 방문목적) 질문의 part3로 구성하였다.

2.� 설문조사�방법

본 연구의 인지적 선호조사는 2013년 10월 18일부터 20일, 11월 1일부

터 3일까지 6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총

230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과정에서 누락된 항목이 발견된 설문지 9부

를 제거하여 유효 회답수 221부를 획득하였다.

설문조사장소는 유형1의 건축물을 쉽게 볼 수 있는 노원역 일대에서

65부, 공릉역 일대 상업가로에서 50부를 수행하여 유효부수는 110부이다.

본 설문은 사진의 설명을 돕고자 사진과 함께 지역 건축물을 부연설명하

며 실시하였다.

또한 유형2의 건축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일

대에서 65부,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50부를 수행하여 최종 유효부

수 111부였다. 이 또한 건축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를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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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47 39.2

여 73 60.8

지역
강남[유형1] 52 43.3

노원[유형2] 68 56.7

연령

20대� 미만 3 2.5

20대 75 62.5

30대 33 27.5

40대 5 4.2

50대� 이상 4 3.3

학력

고졸 10 8.3

대졸 92 76.7

대학원�이상 18 15.0

직업 학생 78 65.0

3.� 이용자�특성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응답자는 20대에서 60대까지 포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강남․신사,

노원 지역의 주요 이용자 연령층이 20-30대이기 때문에 20-30대의 응답

률이 40대 이상의 응답자에 비해 다수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40대 이상

의 응답자는 각 연령대를 대표한다고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후 40

대 이상의 응답자를 추가적으로 설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140명(63.3%), 남성 81명(36.7%)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의 경우 학생이 107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 94명

(42.5%), 자영업자 7명(3.2%), 주부 2명(.9%), 기타 11명(5%)으로 분포되

어있으며 대부분이 학생과 직장인으로 구성되었다.

상업지역 방문횟수에 따른 분포는 주 2~3회 방문이 39.4%로 가장 많

이 차지하며, 거의 매일 38.5%, 주 1회 16.3%, 월 1회 5.9%의 순으로 차

지하고 있다. 방문목적은 모임약속이 4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개인적

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 20.8%, 기타 13.6%,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9%,

쇼핑하기 위해 8.6%로 구성되었다.

학력은 대학교 77.4%, 대학원 이상 16.7%, 고졸 이하 5.9%로 구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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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2 26.7

자영업자 3 2.5

주부 1 .8

기타 6 5.0

방문�빈도

거의�매일 47 39.2

주� 2~3회 38 31.7

주� 1회 26 21.7

월� 1회 9 7.5

방문�목적

모임약속 65 54.2

분위기 9 7.5

개인적인�시간 21 17.5

쇼핑 9 7.5

[표 13] 이용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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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인분석

공통성

신뢰도

심미성 명료성 조화성 친근성 흥미성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추한-아름다운 .885 .788
멋없는-멋있는 .750 .772

난해한-알기 쉬운 .847 .745 .731

.824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있는
.806 .815 .679

모호한-명확한 .788 .663 .830
산만한-일관된 .921 .591 .854

.853

조잡한-세련된 .916 .907 .768
조화롭지 못한-

조화로운
.627 .895 .787

눈에 안 뜨이는 –

눈에 뜨이는
.488 .636 .847

낯선-친근한 .865 .772
눈에 익지 않은-

눈에 익은
.815 .754

식상한-흥미로운 .846 .771 .717
.818지루한-재미있는 .831 .830 .645

평범한-돋보이는 .757 .674 .850
Eigen-value 2.599 2.507 2.291 1.702 1.515
분산설명(%) 18.561 17.907 16.365 12.157 10.821

제� 4� 절� 이미지�평가�요인�추출

1.� [유형1]� 이미지�형성�요인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

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

(varimax)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

(eigen value)은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값 보다 작게 나온 변수들은 요인에

서 제거하였다. 그 결과 심미성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명료성은 「눈에 안 뜨이는-눈에 뜨이는」이 제거되어 3

개의 요인으로, 조화성은 「조화롭지 못한-조화로운」이 제거되어 2개의

요인으로, 친근성은 2개의 요인, 흥미성은 3개의 요인으로 선행연구와 동

일하게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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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유형1] 주성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 a: 7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2.� [유형2]� 이미지�형성�요인

항목

요인분석

공통성

신뢰도

심미성 명료성 조화성 친근성 흥미성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추한-아름다운 .858 .831
멋없는-멋있는 .799 .835
모호한-명확한 .762 .694 .658

.768

난해한-알기 쉬운 .760 .730 .671
믿을 수 없는-믿을 수 

있는
.757 .606 .724

(눈에 안 뜨이는-

눈에 뜨이는)
.566 .621 .771

산만한-일관된 .774 .749 .540

.709
조잡한-세련된 .741 .729 .582

(조화롭지 못한-

조화로운)
.647 .565 .738

낯선-친근한 .908 .849
눈에 익지 않은-

눈에 익은
.892 .834

지루한-재미있는 .893 .851 .838
.884진부한-새로운 .881 .892 .781

평범한-돋보이는 .748 .783 .880
Eigen-value 2.631 2.407 2.000 1.770 1.759
분산설명(%) 18.796 17.192 14.285 12.643 12.561

[표 15] [유형2] 주성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 a: 7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유형2]의 요인분석도 [유형1]의 요인분석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 심미성 2개의 요인이 동일하게 구분되었고, 명료성은 「모호한-명

확한」이 제거되어 2개의 요인으로, 조화성은 유형1의 요인과 다르게 적

재되었으나 신뢰도분석으로 「산만한-일관된」이 제거되어 3개의 요인

이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친근성은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흥미성은

「평범한-돋보이는」이 제거되어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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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유형2

심미성
1) 추한-아름다운 

2) 멋없는-멋있는

1) 추한-아름다운 

2) 멋없는-멋있는

명료성
1) 난해한-알기 쉬운  

2) 모호한-명확한

1) 모호한-명확한 

2) 난해한-알기 쉬운 

3)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있는

조화성

1) 산만한-일관된  

2) 조잡한-세련된 

3) 조화롭지 못한-조화로운

1) 산만한-일관된 

2) 조화롭지 못한-조화로운

친근성
1) 낯선-친근한 

2) 눈에 익지 않은-눈에 익은 

1) 낯선-친근한 

2) 눈에 익지 않은-눈에 익은 

흥미성
1) 식상한-흥미로운 

2) 지루한-재미있는 

1) 지루한-재미있는 

2) 식상한-흥미로운 

3) 평범한-돋보이는

3.� 각� 유형별�최종�요인�

변수에 대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거쳐 각 유형에 따라 심미성, 명

료성, 조화성, 친근성, 흥미성으로 요인화하였다. 유형에 따라 같은 요인

이라 하더라도 구성하고 있는 형용사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범위를 벗어나는 형용사는 없으나, 요인 내부에

서 신뢰도 분석으로 제거되는 경우로 명료성과 조화성, 흥미성에서 각

형용사 구성이 다르게 구성되었다. 따라서 최종 요인 구성 형용사는 다

음 표와 같다.

[표 16] 유형별 최종 요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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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건축물�유형별�이미지�분석

각 유형의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 인지 요인의 기술통계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미성 명료성 조화성 친근성 흥미성

유형1
평균 -1.2353 -1.0860 -1.7526 1.2873 -1.2217

표준편차 .85484 1.49144 1.20359 1.80341 1.24706

유형2
평균 1.6878 1.5113 1.9299 0.0317 1.2926

표준편차 0.84331 1.13862 1.03937 1.32764 1.24432

[표 17] 유형별 이미지 인지 요인 기술통계

[그림 4] 유형별 이미지 인지 요인 기술통계

1.� 입면에�대한�이미지�인지�특성

[유형1]의 경우 이용자들은 친근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모두

(-)의 평균값으로 부정적인 형용사구에 ‘조금 가깝다’와 ‘많이 가깝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였다. 층별분절형 옥외광고물 입면은 항상 상업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 유형이기에 친근성에서는 (+)의 값을

가지지만, 나머지에서 모두 (-)의 수치를 부여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면에 대한 이미지 인지 특성 결과 이용자들은 전체적으로 [유형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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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적이다 기억에 남다 들어가고 싶다 바람직하다

유형1
평균 -2 -1.62 -0.59 -0.77

표준편차 1.047 1.356 1.227 1.309

유형2
평균 1.5 1.67 1.34 1.29

표준편차 1.377 1.291 1.479 1.216

대하여 친근성을 제외한 나머지에 (+)의 점수로 긍정적인 형용사구에

‘조금 가깝다’에서 ‘많이 가깝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었다.

[유형2] 건축물에 대해 이용자들은 조화성>심미성>명료성>흥미성>친

근성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유형2]의 입면은 4~6층에 해당하는 건

축물의 입면이 하나의 캔버스로 통일되어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조화성을

가장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입면에�대한�선호도�특성

[표 18] 유형별 선호도 특성 기술통계

[그림 5] 유형별 선호도 특성 기술통계

선호도의 특성 또한 이미지 인지 특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유형

1]에 대해서는 네 가지 항목 모두 부정적인 (-)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유형2]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의 점수로 기억에 남는 입면으로

선호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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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영향요인 선호도 항목 [유형2] 영향요인
조화성, 흥미성 ･･･････ 인상적이다 ･･･････ 심미성, 명료성
명료성, 흥미성 ･･･････ 기억하기 쉽다 ･･･････ 친근성(-), 흥미성

명료성, 친근성, 흥미성 ･･･････ 들어가고 싶다 ･･･････
심미성, 명료성, 

친근성, 흥미성

심미성, 명료성 ･･･････ 바람직하다 ･･･････
심미성, 명료성, 

친근성, 흥미성

제� 6� 절� 선호도�항목에�대한�영향요인분석

각 유형의 이미지 형성 요인 5개가 선호도 측정변수인 4개의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각 변수에 대한 영향요인이 유형별로 다름을 확인하였다. 먼저

「인상적이다」의 경우 [유형1]는 보다 입면의 간판들이 조화롭고 흥미

로운 디자인일수록 인상적이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형2]는 심

미성과 명료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입면이 아름답고 이미지가 알기

쉬운 이미지일수록 인상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억하기 쉽다」에서는 [유형1]의 경우 알기 쉬운 이미지이며, 흥미

로울수록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2]의 경우 친근성은 부

(-)의 영향을 미쳐 눈에 익을수록 기억하기 어렵다고 반응하며, 흥미성

은 (+)의 영향을 미쳐 흥미로울수록 기억하기 쉽다고 반응하였다.

「들어가고 싶다」의 경우 [유형1]은 명료성, 친근성, 흥미성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유형2]는 친근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변수

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하다」는 [유형1]는 심미성과 명료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2]이 심미성, 명료성, 친근성, 흥미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유형별 선호도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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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상적이지 

않다-인상적이다

기억하기 

어렵다-기억하기 

쉽다

들어가기 싫다- 

들어가고 싶다

바람직하지 

않다-바람직하다

표준

화

계수
t

유의

확률

표준

화

계수
t

유의

확률

표준

화

계수
t

유의

확률

표준

화

계수
t

유의

확률

베타 베타 베타 베타

(상수) 　
-.47

9
.633 　

4.63

6
.000 　

1.12

5
.262 　 .466 .642

심미성 .168
2.91

3
.004 .040 .576 .565 .167

2.24

8
.026 .286

4.05

9
.000

명료성 .131
2.31

0
.022 .134

1.93

9
.054 .169

2.29

8
.023 .152

2.17

7
.031

조화성 .014 .236 .813
-.04

0

-.56

3
.574

-.05

8

-.76

4
.446 .036 .505 .614

친근성
-.02

5

-.51

6
.607

-.13

2

-2.2

61
.025 .153

2.46

0
.015 .319

5.42

1
.000

흥미성 .582
10.1

71
.000 .501

7.19

7
.000 .324

4.38

8
.000 .157

2.23

5
.027

1.� [유형1]의� 선호도에�대한�다중회귀분석결과

[표 20] [유형1] 선호도 다중회귀분석

2.� [유형2]의� 선호도에�대한�다중회귀분석결과

구분

인상적이지 

않다-인상적이다

기억하기 

어렵다-기억하기 

쉽다

들어가기 싫다- 

들어가고 싶다

바람직하지 

않다-바람직하다

표준

화

계수
t

유의

확률

표준

화

계수
t

유의

확률

표준

화

계수
t

유의

확률

표준

화

계수
t

유의

확률

베타 베타 베타 베타

(상수) 　
-7.9

02
.000 　

-4.0

02
.000 　

-.85

4
.394 　

1.00

4
.316

심미성 .060 .858 .392 .027 .358 .721 .052 .657 .512 .296
4.15

0
.000

명료성 .039 .556 .579 .193
2.52

8
.012 .201

2.52

9
.012 .319

4.43

8
.000

조화성 .184
2.52

5
.012 .091

1.15

7
.249 .050 .618 .537 .012 .164 .870

친근성 .001 .025 .980 .078
1.22

1
.223 .197

2.95

2
.004 .100

1.65

9
.099

흥미성 .460
7.02

9
.000 .335

4.75

8
.000 .170

2.31

5
.022 .082

1.23

4
.219

[표 21] [유형2] 선호도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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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영향요인 이미지 항목 [유형2] 영향요인
･･･････ 심미성 ･･･････ 강남･신사 > 노원

강남･신사 < 노원 ･･･････ 조화성 ･･･････ 강남･신사 > 노원
강남･신사 < 노원 ･･･････ 명료성 ･･･････ 강남･신사 > 노원

･･･････ 흥미성 ･･･････ 강남･신사 > 노원

제� 7� 절� 설문� 조사지역별�이미지�분석

다음은 설문조사지역별로 이미지 인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검

증결과 지역별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입면에 대해 인지정도가 다름을 확

인하였다. [유형1]에서는 조화성, 명료성에서 노원지역의 이용자들이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였고, [유형2]에 대하여는 친근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

인에서 강남지역 이용자들의 인지가 높게 나타났다.

[표 22] 이미지 항목별 유의미한 지역차이

1.� [유형1]� 조사지역별�이미지�인지�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강남

(N=111)

노원

(N=110)

강남

(N=111)

노원

(N=110)
심미성 -1.3153 -1.1545 .88144 .82324 1.401 .163

명료성 -1.4505 -.7182 1.26303 1.61491 3.757
.000**

조화성 -2.0721 -1.4303 .94752 1.34501 4.097
.000**

흥미성 -1.3378 -1.1045 1.27593 1.21175 1.393 .165
친근성 1.2297 1.3455 1.43144 2.11888 .476 .634

[표 23] [유형1] 조사지역별 이미지 인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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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강남

(N=111)

노원

(N=110)

강남

(N=111)

노원

(N=110)

인상적이 -2.16 -1.83 .959 1.108 2.404 .017*

기억에 남 -1.95 -1.27 1.082 1.514 .000 .000*

들어가고 -.67 -.52 1.231 1.225 .761 .370

바람직 -.85 -.70 1.266 1.352 .937 .405

[그림 6] [유형1] 조사지역별 이미지 인지 차이

2.� [유형1]� 조사지역별�선호도�차이

[표 24] [유형1] 조사지역별 선호도 차이

[그림 7] [유형1] 조사지역별 선호도 차이

3.� [유형2]� 조사지역별�이미지�인지�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강남

(N=111)

노원

(N=110)

강남

(N=111)

노원

(N=110)

심미성 1.9414 1.4318 .74388 .86331 -4.079 .000*

명료성 2.0721 .9455 .95706 1.02420 -8.703 .000*

조화성 2.3153 1.5409 .75356 1.14165 -5.274 .000*

흥미성 1.6306 .9515 1.03899 1.34235 -4.323 .000*

친근성 .0946 -.0318 1.33061 1.32768 -1.648 .368

[표 25] [유형2] 조사지역별 이미지 인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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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형2] 조사지역별 이미지 인지 차이

4.� [유형2]� 조사지역별�선호도�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강남

(N=111)

노원

(N=110)

강남

(N=111)

노원

(N=110)

인상적

이다
1.91 1.08 1.240 1.389 -4.677 .000*

기억에�

남는다
2.02 1.32 1.293 1.196 -4.176 .000*

들어가고�

싶다
1.65 1.03 1.463 1.436 -3.186 .002*

바람직

하다
1.54 1.04 1.212 1.173 -3.143 .002*

[표 26] [유형2] 조사지역별 선호도 차이

[그림 9] [유형2] 조사지역별 선호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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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영향요인 이미지 항목 [유형2] 영향요인

연령별 이미지 인지 

차이 없음

･･･････ 심미성 ･･･････ 20대 > 40대
･･･････ 조화성 ･･･････
･･･････ 명료성 ･･･････
･･･････ 흥미성 ･･･････ 20대 > 40대

제� 8� 절� 인구특성�차이에�대한�이미지�분석

연령대에 따른 선호도에 대한 판단은 [유형2]에서만 나타났다. 층별분

절형 입면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느끼는 이미지가 비슷하게 인지되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전면활용입면에 대한 이미지

요인에서 심미성과 흥미성이 20대와 40대의 인지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7] 연령별 이미지 인지차이

20대는 심미성에 대하여 평균 1.8154의 점수로 40대의 0.9737보다 높

은 점수를 부여하여 40대보다 통합적 입면구성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경

향이 있다. 또한 흥미성에 20대는 1.4487, 40대는 0.4912로 20대가 40대

응답자에 비해 흥미롭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연령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Schef

fe

Dunn

ett

심미성

20대 미만(a) 1.6667 1.25831

4.462/ .002* b>d
20대(b) 1.8154 .84939
30대(c) 1.6404 .68631
40대(d) .9737 .92005

50대 이상(e) 1.6667 .77850

흥미성

20대 미만(a) 1.5556 1.38778

2.851/ .025* b>d
20대(b) 1.4487 1.18031
30대(c) 1.2632 1.32098
40대(d) .4912 1.33504

50대 이상(e) .9444 .96225

[표 28] [유형2] 연령별 유의미한 이미지 요인

또한 선호도 조사항목에 대해서도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또

한 [유형2] 전면활용입면에서만 그 차이가 나타났다. 「기억하기 어렵다

-기억하기 쉽다」의 항목에서 20대는 평균 1.86, 30대는 1.77로 ‘기억하

기 쉽다’ 에 ‘많이 가깝다’고 반응하였고, 40대는 0.47로 ‘보통이다’로 반

응하여 20,30대가 40대보다 이와 같은 입면형태를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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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였다.

또한 「들어가기 싫다-들어가고 싶다」항목에서 20대는 평균 1.55로

‘들어가고 싶다’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40대는 0.05로 ‘보통이다’로 반

응하였다. 따라서 20대가 40대보다 입면을 보고 매장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바람직하다」의 항목에서 20대 평균

1.49, 30대 평균 1.32로 ‘바람직하다’에 가깝다고 반응했으며, 40대는 평균

0.21로 ‘보통이다’로 반응하였다.

종속변수 연령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Schef

fe

Dunn

ett

기억하기 

어렵다

/ 기억하기 

쉽다

20대 미만(a) 2.00 1.732

6.550/ .000**
b,c>

d

20대(b) 1.86 1.231
30대(c) 1.77 1.000
40대(d) .47 1.712

50대 이상(e) .92 1.240

들어가기 

싫다

/ 들어가고 

싶다

20대 미만(a) 1.33 1.528

4.977/ .001** b>d
20대(b) 1.55 1.324
30대(c) 1.39 1.360
40대(d) .05 1.747

50대 이상(e) .83 2.167

바람직하지 

않다

/ 바람직하다

20대 미만(a) .67 1.155

5.719/ .000**
b,c>

d

20대(b) 1.49 1.101
30대(c) 1.32 1.212
40대(d) .21 1.273

50대 이상(e) .83 1.467

[표 29] [유형2] 연령별 유의미한 선호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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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소결

본 연구에서는 입면구성방식에 따른 이미지의 인지차이와 선호도를 측

정하고자 하였다. 이미지 인지의 경우 옥외광고물을 통한 분절적 입면의

경우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심미성, 명료성, 조화성, 흥미성

에서 (-)의 점수로 나타나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경관적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흥미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건물 전면을 통일적으로 구성한 입면에 대하여는 건물 전체

의 조화성과 심미성, 명료성을 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근

성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가 나왔지만 전면을 통일적으로 구성한 입면이

기에 조화로우며 아름답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도에 있어서도 전면을 통합적으로 구성한 입면에 대하여 선호

도가 높게 나타나 전면이 통일적으로 구성되었을 때 이용자들은 아름답

고 알기 쉬운 이미지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사지역과 연령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20대~30대가 주요 이용자인 강남지역에서는 통합적으로 입면을 구성한

건물에 대하여 노원지역보다 이미지 인지와 선호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연령별 인지 차이의 경우 주로 20대와 40대의 응답특

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통합적 입면에 대해 20대가 40대보다 긍

정적으로 인지하며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면구성에 있어 건물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통합적

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분절적인 차원에서 보다 면적인 접

근방식이 필요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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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1.� 연구의�요약�및� 결론

본 연구는 보다 정체성 있고 쾌적한 가로경관연출에 있어서 입면의 2

차적 요소인 옥외광고물 차원의 분절적인 접근이 아니라 보다 건축물 입

면의 전체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면적인 차원의 통합적 접근방식을

통해 입면경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일반적인 상업건축물과 달리 입면 전체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면적으로 통일적인 입면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서

울시에 분포하고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전수조사 하였고 일반 중소형

상가건축물과 규모가 비슷한 상점을 선별하여 65개 매장을 조사하였다.

먼저 이들은 single ownership에 의해 건물 전체에 대해 통합적인 관리

가 가능한 운영구조 특성이 있었다. 회사에서 직접 건물을 매입하여 운

영하는 경우와 장기책임임대방식인 마스터리스를 통하여 운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개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 장기임대를 통해 노후화된 건물

에 전체적인 입면 리모델링을 시행한 후 건물 전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연출하거나, 혹은 이를 분할하여 재임대 후 수익을 재창출하는 방식을

통해 건물 전체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이를 입면을 통해 표현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입면을 통해 나타내고자 할 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필요하며, 일반 상업건축물에 있어서도 옥외광고물 차원

에서의 접근이 아닌 운영주체가 하나의 이미지로 관리할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운영관리방식과 연결되어 건물 안의 테넌트 믹스가 기능적

으로 고려되었다. 이는 중소형 상업건물에 있어서도 쇼핑몰과 같은 테넌

트 믹스전략을 통해 강한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구사하여 건물의 통일

적인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기능적으로 강한 연결성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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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적

인 입면구성은 일원화된 관리주체가 존재하여 건물에 대한 관리가 가능

한 운영구조임을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합적 입면이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전달하는지 파악하고자 220명을 대상으로 SD법을 통한 입면구

성방식에 따른 이미지의 인지차이와 선호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미지 인지의 경우 옥외광고물을 통한 분절

적 입면의 경우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심미성, 명료성, 조화

성, 흥미성에서 (-)의 점수로 나타나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경관적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느끼

고 있으며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흥미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비해 건물 전면을 통일적으로 구성한 입면에 대하여는 건물 전체

의 조화성과 심미성, 명료성을 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근

성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가 나왔지만 전면을 통일적으로 구성한 입면이

기에 조화로우며 아름답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도에 있어서도 전면을 통합적으로 구성한 입면에 대하여 선호

도가 높게 나타나 전면이 통일적으로 구성되었을 때 이용자들은 아름답

고 알기 쉬운 이미지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면구성에 있어 개별점포별로 나타나는 옥외광고물 및 입면구성

에 있어 건물의 전체 입면차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이용자들에게 긍

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이 통합적으

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면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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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의의�및� 한계

본 연구는 상업건축물의 입면관리에 있어 기존의 옥외광고물 정비에

그쳐있던 경관관리가 보다 입면 전체의 통합적인 관리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한다는 방향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중소상업건축물도 쇼핑몰 구성전

략과 같이 통합적인 운영체계와 내부 기능에 대한 고려가 통일적 이미지

를 제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연령별

에 따라 이미지 인지 및 선호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

였다. 이는 향후 상업건축물 경관 관리에 있어 지역 특성별로 다른 디자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기초자료

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건축물의 입면구성방식만으로 단일건물에 대해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가로 공간 내의 물리적인 요소, D/H비, 인접한 건축

물과의 관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에 한계점이 있으며, 추

후 가로 공간 사례를 통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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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매장명 위치 운영방식 건물유형

층수 및 

테넌트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1 구찌
청담동

99-15

구찌그룹코리

아사옥

지하3층/

지상5층

3,277.73 ㎡ 

49.85 %

228.01 %

2 까르띠에
청담동 

141-16

개인소유

장기 임대

지하1층/

지상5층

2,584.14 ㎡

54.49 %

245.7 %

3 꼬르소꼬모 청담동 79

제일모직 

편집매장 

들여옴.

복합문화공간

지하4층/ 

지상10층

3개층 

임대

11,243.73 ㎡

39.74 %

343.96 % 

4 꼼데가르송
한남동

739-1
(주)삼성물산

지하3층/

지상5층

2,651.72 ㎡

59.41 % 

230.0195 %

5 노스페이스
번동 

418-25
 (주)영원무역

지하1층/

지상6층

3,377.75 ㎡

39.45 % 

150.13 %

6 뉴발란스
충무로2가 

66-19

개인소유

/ 장기임대
지상5층

335.77 ㎡

7 네스프레소
청담동 

99-22

개인소유

네스프레소 

빌딩 

장기임대

지하1층/

지상5층

1,487.41 ㎡/

53.54 %/

245.7 %

8
네이처리퍼

블릭

충무로1가 

24-2

개인소유/ 

장기임대
지상5층

551.86 ㎡

86.42 %

325.96 %

9 디젤

가로수길

신사동

532-7

개인소유

장기임대

지하1층/

지상4층

1,217.13 ㎡/

53.71 %

/196.77 %

10 띠어리
신사동 

547-3

개인소유

/ 장기임대

지하2층/ 

지상6층

2,315.39 ㎡

59.84 % 

299.37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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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라코스테
신사동

545-24

개인소유/

장기임대

지하1층/ 

지상3층

576.13 ㎡ 

50.63 %

150.49 %   

12 라파레트
충무로2가 

10 
개인소유

지하1층/

지상5층
427.73 ㎡ 

13 랄프로렌

도산공원

신사동 

631-34

개인소유/

장기임대

지하2층/

지상4층

2,133.17 ㎡

59.02 % 

195.21 %

14 루이까또즈
청담동 

100-32 

(주)운남매니

지먼트 소유

/장기임대 

지하2층/

지상6층

15 루이뷔통
논현2동 

83-21

(주)인터웨이

브 / 

장기임대

지하3층/ 

지상4층

2,994.66 ㎡

59.17 %

148.4 %

16 마리메꼬
신사동 

535-18 

강원산업 

소유 

3개층 임대

지하1층/

지상5층

913 ㎡

59.45 %

272.74 %

17 마몽드
명동2가 

32-9

개인소유
지상2층

86.42 ㎡ 

/

18
마크제이콥

스

도산공원

신사동

650-12

개인소유

k빌딩 통임대

지하2층/

지상4층

1,793.85 ㎡

48.64 %

149.97 %

19 미쏘니
청담동

 99-17

개인소유

/ 장기임대

지하1층/ 

지상4층

1,014.85 ㎡

20
바이크리페

어
홍대

5층 규모 

690미터

장기임대 

21 버버리 청담동

토지 임대 후 

건물 신축 

장기임대

건물 신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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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스
청담동

98-13
개인소유건물

지하2층/

지상6층

1,941.18 ㎡

49.9 %

281.42 %

23 빈폴
충무로1가 

24-3

제일모직 

소유

지하1층/ 

지상5층

1,809.5 ㎡

77.73 %

328.92 %

24 스와치

가로수길

신사동 

545-18

(주)스와치그

룹코리아 

소유

지상1층

161.09 ㎡

42.39 %

43.68 %

25
시몬느 

핸드백

신사동 

536-17

부지 매입 

신축

지하5층/

지상5층

1,499.19 ㎡ 

56.49 

180.33 %

26 아디다스

명동/부산

충무로1가 

23-5

개인소유

의류

지하1층/

지상5층

1,556.48 ㎡

/ 87.06 %

/367.17 %

27 에스까다
청담동

80-6
개인소유

지하1층/

지상4층

1,570.04 ㎡

/

28
엠포리오 

아르마니

청담동 

79-17

(주)신세계인

터네셔널

지하2층/ 

지상5층

3,015.96 ㎡ 

49.43 %

212.61 %

29
조르지오 

아르마니

청담동 

99-16

(주)신세계백

화점

지하2층/ 

지상6층

1,997.52 ㎡ 

45.62 %

188.66 %

30 조이리치
신사동 

532-6
개인소유

지하1층/ 

지상4층

354.6 ㎡

59.02 %

150.15 %

31 지오다노
신사동 

532-11

2012년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빌딩 

리모델링 후 

임대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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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방시
 청담동 

78-11

개인소유

장기임대

지하1층/

지상4층

875.54 ㎡

49.56 %

193.87 %

33 질샌더 청담동 99
법인 소유

(주)지현통상

지하1층/

지상4층

1,150.5 ㎡

59.83 %

209.1 %

34

코오롱 

스포츠 

컬처스테이

션

반포동

737-9

개인소유/ 

장기임대

지하1층/ 

지상4층

998.49 ㎡ 

43.06 %

160.39 %

아웃도어 

복합문화 공간

35 쿤위드어뷰
신사동 

546-5

개인소유/

대수선 및 

용도변경

B1~5F 매장

지하1층/

지상5층

989.87 ㎡/

54.44 % /

208.63 %

36 클럽 모나코
명동2가 

51-9
(주) 금강

지하1층/ 

지상5층

993.23 ㎡ 

88.76 %

433 %

37 콴펜
청담동 

100-3

개인소유 지하1층/

지상3층

797.44 ㎡

38 캠퍼
신사동

530-3
개인소유

39 타미힐피거
신사동 

532-12

개인소유

/ 장기임대

지하2층/

지상6층

3개층 

임대 

2,401.47 ㎡

45.81 % 

262.62 %

40 타미힐피거
명동2가 

51-7

(주)에스케이

네트웍스
지상5층

905.78 ㎡ 

88.5 % 

439.69 % 

41 토리버치
청담동 

79-15
삼성소유

지하1층/

지상5층

1,363.37 ㎡ 

49.93 %

2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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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톰 

그레이하운

드 

다운스테어

즈

신사동

650-14
(주)한섬

지하1층/

지상3층

734.33 ㎡ 

58.44 %

119.76 %

43

테일러메이

트-아디다스

골프

신사동 

629-20

개인소유

/ 장기임대

지하2층/

지상7층

3,519.84 ㎡

43.05 %

299.78 %d

44 프레드 페리
신사동 

532-1 

(주)대원솔루

션

지하2층/ 

지상6층

2개층 임

대

1,679.25 ㎡

54.07 %

242.64 % 

45 플랙진
명동2가 

54-37

개인소유/

장기임대
지상4층

115.26 ㎡

64.39 %

252.76 % 

46 폴스미스

도산공원

신사동 

650-7

법인소유

/ 장기임대

지하3층/

지상4층

919.27 ㎡

58.97 %

149.73 %

47 페라가모
청담1동 

141-15

(주)페라가모 

코리아

지하2층/

지상4층

2,110.67 ㎡

/57.36 % 

/177.82 %

48 프라다
청담1동 

100-19

(주)프라다코

리아 소유

지하1층/ 

지상4층

941.45 ㎡

49.9 %

134.51 %

49 하나은행
명동1가 

65-2

중앙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유

지하2층/ 

지상9층

2,739.51 ㎡

/ 61.09 %

/478.8 %

50 현대차 도산공원

6층 건물 

통임대 후 

리모델링

51 홀리스터
신사동 

535-14

건물 통임대

계약기간 

10~15년 

장기임대

한달 임대료 

1억원

지하1층/

지상4층

990.83 ㎡

54.9 %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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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후아유
충무로1가 

24-4

(주)희성앤에

이치 소유

장기임대

지하1층/

지상5층

1,043.41 ㎡

58.38 % 

358.3 %

53 헤지스
충무로2가 

63-1

(주)엘지패션

6F 사무실

지하1층/ 

지상6층

1,115.72 ㎡

82.8905 %

366.6678 %

54 A&F
청담동

118-7

개인소유/ 

대수선 및 

장기임대

지하5층/

지상6층

3,815.06 ㎡ 

48.64 %

248.12 % 

55 D&G
청담동 

99-19

돌체빌딩

신세계 

이명희 회장 

소유

지하2층/ 

지상5층

1,722.85 ㎡

49.88 %

249.39 % 

56 forever21 신사동 547

개인소유

B1~4F 매장

5F 사무실

지하1층/

지상5층

1,579.06 ㎡

54.0435 %

235.107 %  

57 H&M
동교동 

163-8

5층규모 

통임대 

1700평

장기임대

지하1층/ 

지상5층

1,575.9 ㎡

49.01 %

218.44 %

58 H&M 신사동 546

개인소유/

장기임대 

/대수선

지하1층/ 

지상5층

1,241.91 ㎡

48.88 %

222.64 %

59 km play
신사동 

532-7

개인소유

B1~3F 매장

4F 사무실

지하1층/

지상4층

1,217.13 ㎡

/ 53.71 %

/ 196.77 %

60 MCM
 청담동 

78-12

개인소유

MCM

지하1층/

지상5층

1,416.11 ㎡ 

/49.94 % 

/2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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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MCM 논현동 97

62 TNGT
신사동 

535-15

개인소유/ 

장기임대

지하2층/

지상6층

1,942.64 ㎡

45.61 %

199.39 %

63 zara
신사동

532-8

개인소유

/ 장기임대

B1~2F 매장

3~4F 사무실

지하1층/

지상4층

1,256.26 ㎡

/ 56.39 %

/ 178.95 %

64 8seconds
서초동 

1318-1

아시아신탁주

식회사 소유/

장기임대

해당업체에서 

리모델링 

진행

지하1층/ 

지상6층

3,030.62 ㎡

68.58 %

381.27 % 

65 8seconds
신사동 

535-12

개인소유/

장기임대/

대수선 및 

용도변경

지하1층/ 

지상5층

1,808.71 ㎡

59.6 %

2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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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건축물의 통합적인 입면구성에 따른 이용자의 

이미지 인지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가로경관의 영향력 있는 요소인 상업건축물 입면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현상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느끼는 이미지와 선호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조항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 응답결과는 무기명 통계자료로만 이용하고,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안누리 (010-9276-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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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그림2]

평가어휘
<--------------------------

----------------------------

->
평가어휘매우 

가깝다

많이 

가깝다

조금

가깝다

중간

이다

조금

가깝다

많이 

가깝다

매우 

가깝다

위압적인 3 2 1 0 1 2 3 인간적인

설문지 체크요령

[그림1]과 [그림2]는 비슷한 규모의 건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본 설문은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에서 내부의 용도를 표현할 때, 건물 전체를 

통해 표현하는 (1) 통합적인 입면구성과 (2)간판을 통해 표현하는 분절적인 입면

구성에 대해 이용자들은 어떤 유형에 대해 더욱 선호도를 느끼는지에 대해 판

단하고자 함입니다.

 가까운 상업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건물들이 들어설 때, 어떤 건물들이 

더욱 선호되는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보편적인 성향을 판단하기 

위함이오니, 양 극단의 형용사 의미를 파악하시고 생각하는 이미지에 가까운 형

용사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예>

 위의 사진이 위압적인 이미지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형용사에 가까운 

점수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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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다음은 상업시설의 사진입니다.    

왼쪽의 사진들을 보고 떠오르는 공통적인 이미지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평가어휘

<-------------------------- ----------------------------->

평가어휘매우�

가깝다

많이�

가깝다

조금

가깝다

중간

이다

조금

가깝다

많이�

가깝다

매우�

가깝다

위압적인 3 2 1 0 1 2 3 인간적인

추한 3 2 1 0 1 2 3 아름다운

멋없는 3 2 1 0 1 2 3 멋있는

이미지가�모호한 3 2 1 0 1 2 3 이미지가�명확한

난해한 3 2 1 0 1 2 3 알기�쉬운

믿을�수� 없는 3 2 1 0 1 2 3 믿을�수� 있는

눈에�안� 뜨이는 3 2 1 0 1 2 3 눈에�뜨이는

산만한 3 2 1 0 1 2 3 일관된

조잡한 3 2 1 0 1 2 3 세련된

조화롭지�못한 3 2 1 0 1 2 3 조화로운

낯�설은 3 2 1 0 1 2 3 친근한

눈에�익지�않은 3 2 1 0 1 2 3 눈에�익은

지루한 3 2 1 0 1 2 3 재미있는

식상한 3 2 1 0 1 2 3 흥미로운

평범한 3 2 1 0 1 2 3 돋보이는

인상적이지�않다 3 2 1 0 1 2 3 인상적이다

기억하기�어렵다 3 2 1 0 1 2 3 기억에�남는다

들어가기�싫다 3 2 1 0 1 2 3 들어가고�싶다

�건물�모습이�

바람직하지�않다
3 2 1 0 1 2 3

� 건물�모습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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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왼쪽의 사진들을 보고 떠오르는 공통적인 이미지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어휘

<-------------------------- ----------------------------->

평가어휘매우�

가깝다

많이�

가깝다

조금

가깝다

중간

이다

조금

가깝다

많이�

가깝다

매우�

가깝다

위압적인 3 2 1 0 1 2 3 인간적인

추한 3 2 1 0 1 2 3 아름다운

멋없는 3 2 1 0 1 2 3 멋있는

이미지가�모호한 3 2 1 0 1 2 3 이미지가�명확한

난해한 3 2 1 0 1 2 3 알기�쉬운

믿을�수� 없는 3 2 1 0 1 2 3 믿을�수� 있는

눈에�안� 뜨이는 3 2 1 0 1 2 3 눈에�뜨이는

산만한 3 2 1 0 1 2 3 일관된

조잡한 3 2 1 0 1 2 3 세련된

조화롭지�못한 3 2 1 0 1 2 3 조화로운

낯�설은 3 2 1 0 1 2 3 친근한

눈에�익지�않은 3 2 1 0 1 2 3 눈에�익은

지루한 3 2 1 0 1 2 3 재미있는

식상한 3 2 1 0 1 2 3 흥미로운

평범한 3 2 1 0 1 2 3 돋보이는

인상적이지�않다 3 2 1 0 1 2 3 인상적이다

기억하기�어렵다 3 2 1 0 1 2 3 기억에�남는다

들어가기�싫다 3 2 1 0 1 2 3 들어가고�싶다

�건물�모습이�

바람직하지�않다
3 2 1 0 1 2 3

� 건물�모습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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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다음� 질문은� 기본�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칸

에�체크해�주십시오.�

성별 ①�남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여자

연령 (� � � � � � � � � � � � � � � )세

직업 ①�학생� � � � � � � �②�직장인� � � � � � �③�자영업자� � � � � � �④�주부� � � � � � �⑤�기타� � � �

최종학력 ①� �고졸�이하� � � � � � �②�대학교� � � � � �③�대학원�이상� � � � � � � � (전공:� � � � � � � � � � � � � � )

중심상업지역� 평

균�방문횟수

①�거의� 매일� � � � � � � ②� 주� 2회~3회� � � � � � � ③� 주� 1회� � � � � � � ④� 월� 1회� � � � �

⑤� 6개월에� 1회� � � � � ⑥� 연� 2~3회

상업지역� 방문목

적

①�모임약속� � � �②�거리의�분위기를�즐기기(구경)� � � �③�개인적인�시간�보내기

④�쇼핑하기� � � �⑤�기타(� � � � � � � � � � � � � � � )

가장� 선호하는� 상

업지역과�이유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 홍대,�강남역,�신사동,�삼청동�등� /�쇼핑,�볼거리,�

분위기�등� )

* 실제 설문지는 사진 설명을 위해 A3 size 가로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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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ser's

recognition and preference

through facade design

composition of commerci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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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mportant thing in city scape is the facade of buildings

composing the avenue. Exterior designs of the roadside structures

leave strong impression on pedestrians, and are important constituents

for creating images of environment of the street directly. Especially,

the facade of commercial buildings are working as a critical element

for developing a context of landscape, as an expressivity due to

purpose of use.

Meantime, facade of commercial buildings were displaying con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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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ed streetscape with indiscreet jumbled up outdoor

advertisements, and recently, segmental compositions from individual

stores have grown through promoting by facade with advertisements

assembled with finishing materials of external walls, so that

expressivity of facade has been emphasized.

To resolve the problem of managing facade of commercial buildings,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y enforced various

studies and policies such as organizing work for figureheads and

improving work for facilities of streetscape, and implemented

administration policy for exterior of private buildings by autonomous

region, through the arrangement of elevation designing guideline.

Even though it was evaluated possitively by reducing the installation

of illegal signs and enhancing the awareness of elevation

management, it showed a tendency of focusing on non-architectural

elements like outdoor advertisements, and detailed guideline for

constructing methods of elevation in the designing guideline for

private buildings is still incomplete.

Therefore, this study is going to propose the direction of elevation

landscape management of commercial buildings, for displaying even

more identity and comfortableness, and the way of new elevation

supervision, not through the segmental approach with present outdoor

advertisement level, but through the integrated area approaching

method which can improve the whole image of building. Thus,

`flagship store`, which has expressing the characteristic of `integrated

formation of facade` in commercial structures, was selected as study

subject, and research for the background of facade constructing

display and awareness of users wer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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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of this study is progressed with two stream for `integrated

facade` that would like to suggest as a type of facade administration.

Firstly, the present situation of facade management of commercial

buildings in Seoul was examined to figure out the general feature of

`integrated formation of facade`, and total inspection was performed

on commercial buildings expressing by `integrated formation of facade

and characters of them were understood. Then, secondly, survey

using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user`s awareness and preference of images about `integrated

formation of facade`, and development and preference of images were

assessed by comparing to the imges of elevations of existing

commercial buildings.

Following is the result of research. In this study, research was

progressed by performing total inspection on `flagship store`, and

then selecting 66 buildings with small and medium scale, and good

appearance of features of facade construction. First, there were

characteristics of showing images, not by spliting integument of

buildings, but by transforming the whole into one canvas, and

presenting images of brands indirectly through elevation design rather

than common advertisement.

They were having structures which are possible to compose the

entire facade of buildings syntagmatically as the unification of main

operator, and were largely showing building purchase (34%) and

extended responsibility master lease (66%). Especially in master lease,

there was a feature of improving the image of building entirely and

composing with suitable leaseholders, by remodeling the whole

elevations of building to rent the whole building and display the

brand image. Unlike existing common business buildings, it is a

possible management structure for supervising the entire im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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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with showing unific image from the improvement of the

whole image of building as well as the composition of inside

leaseholders functionally. Therefore, enhancing the image of building

by transforming the entire elevations to a canvas was showed as

possible to display these elevation direction through the unification of

main operator and managing entity for design construction.

To understand the recognition of images about these facade display

from users, awareness and preference of images were examined for

220 of Seoul citizens, with composing method of elevation divided

into `segmented type`, which is corresponded to the elevation of

general commercial buildings, and `integrated type of facade`, that is

supposed to be presented in this research. Contents of the survey

using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were classified by analysis of

primary factor as esthetics, clarity, compatibility, famliarity, and

interest, and as a result of comprehending the recognition of images,

it was shown that users were cognizing the articulated type of

elevation negatively with all (-) points in every factor except

familiarity, and they were also feeling undesirable in preference

measuring content with all (-) points.

In comparison, it was presented that compatibility, esthetics, and

clarity for the elevation composed with unificative building facade

were strongly recognized, and integrated elevations were perceived as

harmonious and beautiful with all (+) points except in familiarity with

somewhat low score. Moreover, in preferences, it was shown that

expressing through elevation rather than outdoor advertisement is

more easy to understand and impressive, presenting high preferences

for the elevation with unificative facade. From this, it can be

known that managing the landscape for constructing elevati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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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the side of buildings rather than outdoor advertisement

provides more positive images to users.

Thus, from this research, it is shown that integrated formation of

elevation is responded to users positively in awareness and preference

of images, and functional connection between main operator and

managing entity, and each individual stor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se elevation display. Therefore, I`d like to suggest the necessity of

unificative formation of the entire sides for management of elevation

landscape.

keywords : Commercial Building, Facade, Integrated Formation

of facade, Image Preference,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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