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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통 인 상업시설이 거 화,복합화,다양화된 형복합상업시설은

차 도시의 요한 여가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이들 형복합시설은

기존의 쇼핑,식음,엔터테인먼트 등 수익창출공간 외에 문화공연,휴식,

시 등의 여가휴식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직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무료로 제공되는 여가공간과 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 내에 확

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

설에 미치는 집객효과에 해서는 구체 인 선행연구가 부족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의 1)선택 이용,2)

체류시간,3)소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상지는 서울의 형복합상업시설 여가휴식공간이 복합

되어 주목받고 있는 등포 타임스퀘어와 신도림 디큐 시티이며,2012

년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200명의 이용객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설문에 앞서 의 두 개 복합상업시설을 기획,설계한

문가에 한 인터뷰를 통해 여가휴식공간은 체류시간을 증 시키며 즐거

움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방문의 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

인 목 이며,간 으로는 오래 머물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소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확인하 다.즉 형복합사업시설의 기획

자 계획가는 수익성 창출을 해 형복합상업시설을 도시의 여가공

간으로 정착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설문조사결과에 한 빈도분석 상 분석을 통해 여가휴식공간의

3가지 집객효과를 살펴본 결과,다수의 이용자들이 형복합상업시설을

선택하는데 있어 여가휴식공간은 고려 상이 됨을 알 수 있었다.즉,여

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의 선택 동기에 효과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이는 형복합상업시설의 방문목 이 기존의 매,엔터테인

먼트,다이닝 3가지 기능 외에 휴식 문화공간이용,여가공간 활용 등



의 새로운 목 성으로의 변화가 생겨나면서 형복합상업시설을 소비 외

에 다채로운 기능을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인식하고 이용하고 있는

추세와의 연 성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한 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휴식공간은 해당 시설에 더 오래 체류

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설문결과 여가휴식공간의 3가

지 집객효과 에서,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타임스퀘어와 디큐 시티

에서 모두 여가휴식공간을 장시간 이용한 이용자일수록 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체류한다고 다수의 이용자들을 통해 악할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에서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상지의 특성과 여가휴식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

났다.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

도 다수 으나, 계없이 소비한다는 응답 역시 다수로 나타났다.이는

여 히 여가휴식공간을 쇼핑지원의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여가휴식

공간의 다양성과 질,다양한 문화공연의 로그램,이용자들의 주 이동동

선 내에 치 등의 이유로 그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직 으로

소비로 이어지기 해서는 여가휴식공간을 계획 디자인함에 있어서

물리 인 공간구조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한 이용자들의 다수가 형복합상업시설 내의

여가휴식공간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쇼핑지원의 이유로 만족한

다는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여가휴식공간을 목 성으로 인식하는 경

향은 아직 부족하나,여가휴식공간의 디자인 여가공간으로서 즐겁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결과를 통해,여가휴식공간을 여가

공간의 하나로 인식하고 형복합상업시설에서 주요한 역할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형복합상업시설 방문자의 다수가 여가휴

식공간을 이용하고,여가휴식공간 이용이 목 이 되는 트 드가 형성됨

과 동시에 여가의 공간으로 인식이 확 되는 상을 통해 여가휴식공간



이 형복합상업시설에서 핵심기능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 주요어: 형복합상업시설,여가휴식공간,집객효과, 등포 타임

스퀘어,신도림 디큐 시티

◆ 학번:2011-2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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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 배경 목

근래에 들어 상업소비공간은 통 인 포에서 몰(mall) 규모

복합시설로 확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흐름에서 문화요소

엔터테인먼트를 가미한 형복합상업시설이 출 하게 되었다.이용자들

은 형복합상업시설을 단순한 매의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새로운

라이 스타일의 하나로 물건을 구입하고,문화시설을 즐기고,휴식을 취

하는 복합 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최막 외,

2012).복합상업공간에서 문화 엔터테인먼트는 1990년 이래 소매업

계에서 심이 집 되고 있는 신 유통개념 하나로,‘쇼핑센터 내에 고

객에게 쇼핑을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요소’를 말한다.유통의

산업환경이 더 형화되고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확 되면

서 문화 엔터테인먼트 요소는 더욱 그 요성이 커지고 있다(임희지,

2006).

국내에는 2000년 복합 문화, ,쇼핑공간인 삼성동 코엑스

몰과 반포 센트럴시티,테크노마트를 시작으로 그 유형이 다양화되어 발

하고 있으며,복합상업시설은 매시설과 식음시설이 결합된 기 유

형으로부터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포함하고, 한 숙박시설,업무시설,주

거시설과 결합하여 거 복합체를 이루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최근

서울 등포의 타임스퀘어,신도림의 디큐 시티 등이 상업 외에 문화,

휴식 여가,엔터테인먼트가 복합된 형복합상업시설의 사례로 개발

되었다. 형복합상업시설은 더 이상 쇼핑이 아닌 여가 휴식을 즐기

는 공간으로 도시 내에서 작용하는 향력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되었다

(김수미,2011).이러한 복합상업시설은 사회에 다양한 향력을 행사하

는데,경제 사업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상권을 한 다양한 편



- 2 -

의시설,문화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통해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며,

복합상업시설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족 활동 기능을 수행한다.더불어 이

용자가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용도시설 이외에 이벤트 각종 로모션

이 주는 즐거움과 체험의 요소가 혼합되어 복합상업시설 자체가 지역사

회의 새로운 문화 명소화가 된다. 한 형복합상업시설에 증가하고 있

는 옥외공간은 단순히 상업 목 을 넘어서 새로운 도시공공공간을 제

공하기도 한다.이들 문화공연,휴식, 시 등의 여가휴식기능은 흔히 무

료로 제공하고 있으며,쇼핑,식음,엔터테인먼트 등 수익창출공간과 일

체 으로 통합되어 있다.이러하듯 형복합상업시설은 도시공간에서 차

지하는 역할이 차 확 되고 있다.이용자들은 형복합상업시설을 단

순히 물품의 구매 공간이 아닌 통 인 상업가로나 공공공간이 담당하

던 휴식,문화, 시,엔터테인먼트 등의 기능을 포함하면서 여가와 소비

가 결합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승우,2003).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형복합상업시설의 건축 ,마 특성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에 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엔터테인먼트 기

능에 주목한 연구들은 시네마,수족 ,게임,카페 등 리목 을 상업

락용도에 주목하고 있으나,직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무료로 제공되

는 여가공간과 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에 미치는 집객효과에 해

서는 구체 인 선행연구는 제한되어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 리

성격의 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에 미치는 집객효과를 으

로 연구하고자 한다.즉,비 리 여가휴식공간이 1)방문선택 이용,2)

체류시간,3)소비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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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범 방법

1)연구의 범

본 연구의 상시설은 서울시내에 치한 형복합상업시설 에서

여가 휴식의 기능을 결합하여 새로운 여가 문화형태를 도입한 비

교 최근의 사례들을 범 로 하 다.국내에 형복합상업시설이 휴가

여가의 공간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로,그 이후에

개발된 시설들이 상이 되었다.그 에서 옥상정원, 장,이벤트공간,

기획 시와 같이 보편 인 형태의 여가휴식공간이 다양하게 계획되어있

는 곳을 살펴보았다. 한 시기 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건립된 곳 에

서,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목받고 있는 곳들

을 상지로서 검토하 다.

그 에서도 특히 형복합상업시설에서 몰링1)이라는 새로운 트 드

와 주목받는 복합상업시설이 가장 많이 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서남권

의 사례를 으로 살펴보았다. 등포 타임스퀘어,신도림 디큐 시

티,여의도 IFC몰 등이 표 인 사례이다.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등

포의 타임스퀘어와 신도림의 디큐 시티를 상시설로 선정하 다.

2)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주요개념에 한 이론 선행연구 고찰과 문가

인터뷰,이용객 설문조사이다.이론고찰 부분에서는 형복합상업시설에

서 여가휴식공간의 특징에 하여 여러 문헌들을 통해 조사하고,복합상

1) 몰링 란 복합 쇼핑몰에  쇼핑뿐만 아니라 여가도 는 비 행태를 미한다. 편 과 

거움, 감각  체험  한 복합쇼핑몰  등  몰링  주  하는 몰고어(mall-goer)가 

비  주체  르고 다. 쇼핑만  해 쇼핑 를 가는 것  아니라 가 과 함께 쇼핑

도 하고, 리 랑에  식사도 하고, 게  에  게  하거나 를 보는 등 다

양한  체험 지 한곳에  다 할  는 가  몰링 다. ( 처: Naver 과사 )



- 4 -

업시설이 휴식 여가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련한 선행연구

들을 고찰한다.

문가인터뷰에서는 상지의 마 개발 담당자와 형복합상

업시설 내에 여가휴식공간의 기획 략, 상지만이 가지고 있는 여

가휴식공간의 차별성 등을 으로 인터뷰하고자 한다.이는 여가휴

식공간이 선택 이용,체류시간,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의도

된 시설인지 알아보기 함이다.

이론고찰 문가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이용객 설문조사에서는

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휴식공간과 련하여 이용행태 이용특성,효과,

만족도로 크게 구분하여 조사하 으며,특히 여가휴식공간 집객효과의 3

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선택-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을 선택하는데 향을 미

치는가?

￭ 체류시간-여가휴식공간이 있어서 형복합상업시설에 더 오래

머무르는가?

￭ 소비-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하는가?

이러한 3가지 측면에서 여가휴식공간의 효과를 살펴보고,이용행태

여가휴식공간 이용특성,일반사항과 어떠한 연 성이 있는지 살펴보

려 한다.이용행태의 특징에서는 체류시간,이용빈도,방문목 ,선택이

유,인지여부 등과 련하여 설문을 구성하여 살펴보고,여가휴식공간 이

용특성에서는 이용여부,이용특성을 통해 살펴볼 것이며,일반사항에서는

나이,교육정도,주거지와의 거리.소득 등의 문항을 구성하여 연 성을

악하려 한다.여가휴식공간의 집객효과 외에도 여가휴식공간에 한

만족도와 그 이유에 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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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정리

(1) 형복합상업시설

미국도시토지 회(ULI:UrbanLandInstitute)는 형복합상업시설을

U.E.C(UrbanEntertainmentCenter)라는 명칭으로 통 인 쇼핑몰.쇼

핑센터와 다른 3가지 기본요소들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쇼핑센터로 정

의하고 있다(Beyard Michael D. et. al, 1998). 들에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가상세계, 실 세계 속의 주인공들,이야기,태도,가치 그리고 라

이 스타일 등을 이용하여 보다 이끌리게 하거나,집객시설,다양한 이벤

트 시설,방문시마다 새로움을 달하여 방문객의 재방문률을 높

사업 인 성공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형복합상업시설에서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라

는 즐거움을 주는 시설과 상업시설(Retail),그리고 식음시설(Dining)이

함께 제공되며,이러한 시설들은 독자 으로 행동하지만 서로 상호보완

인 시 지효과를 발휘하여 다양한 시장경쟁에서 사람을 끌어드리는 매

력을 향상시킨다.

이 외에도 형복합상업시설은 복합용도개발과 복합상업시설의 특징

을 포함하고 있다.구체 인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ULI,1989).본 연구

에서는 여러 복합상업시설 에서 특히 복합용도개발을 기반으로 한

UrbanEntertainmentCenter의 성격을 가진 시설 ,불특정 다수가 지

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는 문화 휴식공간을 포함하는

시설을 “ 형복합상업시설”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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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복합용도개발

판매, 주거, 업무, 숙박, 레저 등의 기능 중 3가지 이상의 

주요 용도가 상호 지원하는 대규모의 개발을 의미함. 대

규모 주거단지계획인 계획단위개발과 도심부 내의 슈퍼블

록 쇼핑센터의 개념을 혼합.

복합 상업시설

주거, 상업, 업무 등 3가지 이상의 기능 요소들이 상호 밀

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되어, 상호 보완에 따른 

상승효과를 줄 수 있도록 구성된 복합용도 건축물 또는 

건축물 군을 의미함. 

표 1.용어정리

(2)여가휴식공간

형복합상업시설 내에 매(Retail)의 목 이 아닌,여가 휴식,

어메 티(amenity)에 한 시설 공간이 여가휴식공간의 상이 된다.

여가휴식공간은 publicopenspace의 성격을 가지며,상업성이 없고,무

료이고,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와 휴

식의 공간들을 상으로 하며, 화 ,게임장,체육시설 등 수익성을 추

구하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제외한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하

는 공간 시설을 “여가휴식공간”이라고 정의하 다.

여가휴식공간은 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특정한 물리

시설 외에 공간의 범 까지 포함하며,여가에는 문화와 이벤트 체험 등

그 범 를 포 으로 정의하 다. 표 인 사례로는 휴식의 기능을 하

는 장,공원,테라스,옥상정원,여가 문화의 기능을 하는 아트리움,

이벤트 공간,이벤트 시설,기획 시 공간 등이 있다.이외에도 여가휴식

공간이 정착된 일본의 경우는 박물 과 미술 이 형복합상업시설 내에

치하기도 한다.문화와 휴식을 향유하는 표 인 형태인 멀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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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과 게임시설,서 음반매장,뮤지컬 공연장 등은 상업성을 가

진 문화시설로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휴식공간에서 제외하여 논의한다.

(3)집객효과

집객효과는 3가지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여가휴식공간이 형복

합상업시설의 1)선택동기 이용에 미치는 향,2)체류시간에 미치는

향,3)소비에 미치는 향 3가지를 본 연구에서는 “집객효과”라고 정

의한다.일반 으로 집객은 사람을 모은다는 넓은 범 의 의미이며,특히

복합상업시설에서 자주 쓰인다.집객은 사람을 많이 모은다는 의미 외에,

상업시설에 더 많이 오게 하고,더 오래 체류하면서 소비하여 상업시설

이 활성화되게 하는 힘을 일반 으로 집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본 연구는 선택동기,체류시간,소비에 미치는 향의 효과를 집

객효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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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흐름도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용어정리

연구흐름도

제2장

이론고찰

대형복합상업시설 

대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휴식공간

선행연구

제3장

사례연구 대상지와 분석의 틀

대상지의 개발 및 시설특성

여가휴식공간의 기획의도: 전문가 인터뷰

집객효과 분석의 틀

제4장

실증분석

타임스퀘어 실증분석 결과

디큐브시티 실증분석 결과

종합

제5장

결론

연구의 요약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그림 1.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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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고찰

1. 형복합상업시설

1) 정의 및 등장배경

(1)정의

복합화의 개념 아래서 이루어지는 ‘복합용도개발’이라는 용어는

Breckenfeld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주거,상업,업무 등 3가지 이

상의 기능 요소들이 상호 한 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되어 상호

보완에 따른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된 건축물 혹은 건축물군을

의미한다.1960년 아래 미국에서는 여러 기능을 가진 일체형 건물군이

규모 개발,재개발의 형태로 많이 시행되어 왔으며,1978년 ULI(Urban

LandInstitute)는 이러한 형태의 개발을 복합용도개발이라고 정의하 다

(하성주,2010).

복합용도개발에 의한 형복합상업시설은 몇 가지 요한 특징이 있

다.복합용도개발은 3가지 이상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한다.숙박시설,업

무시설,상업시설,문화시설, 락시설 등이 주된 용도이다. 한 물리

이며 기능 인 통합을 제로 한다.모든 요소들은 상호 연결성을 가져

야 하며,따라서 건축물의 내 외̀부는 수직 ,수평 연계를 통하여 보행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 일 성 있는 계획과 실천을 통하여 조

성되어야 하며,슈퍼블록 크기의 단일 시설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로젝트의 규모,형태, 도 등 시설 구성

요소들과 주변 맥락과의 계를 고려한 일 성 있는 계획을 필요로 한

다.

형복합상업시설은 세 가지 기본요소들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쇼

핑센터라고 ULI(UrbanLandInstitute,2001)는 정의하고 있다.일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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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복합상업시설에서는 매(Retail),식음(Dining),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의 3가지 복합을 제공한다.이러한 부 시설들은 사람들

을 모으는 집객요소로 활용된다.3가지 기능의 복합화와 더불어 휴식

여가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형복합상업시설과 다른 복합상업시

설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이다.

복합화된 공간은 ‘도시 속의 도시’개념을 받아들인 것이 그 특징이

다.‘도시 속의 도시’란 도시의 복합 기능이 내재된 블록정도의 단

공간 개념이다.의식주와 산책,보고,듣는 인간의 행 가 모두 가능한

공간이 도시 속의 도시이다. 한 일하고 먹고,자고,노는 일련의 행

들이 가능하며,이를 해 아 트(호텔)와 백화 ,아울렛,할인 과 같은

쇼핑공간,멀티 스와 공연장으로 표되는 오락과 여흥의 공간이 함

께 구성되며 이 외에도 조각공원,산책로,숲과 같은 환경요소 까지 공존

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 게 혼합하여 만드는 이유는 다양한 기능과

시설이 혼재되어야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다.즉 각각의 시설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으

로 인해 시 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홍성용,2007).

이러한 형복합상업시설은 논의되는 분야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가

지고 있다.엔터테인먼트의 기능을 부각시키기 해 도심형복합상업시설

는 도시엔터테인먼트센터(urbanentertainmentcenter:UEC)과 리테일

엔터테인먼트(retailentertainment)로, 형 규모에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의 이 을 부각시키기 해 형복합상업시설,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로 명명되어지고 있다.이외에도,복합쇼핑몰,복합

상업시설,복합엔터테인먼트시설 등 어떠한 세부 인 기능에 을 두

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정의되고 있다.

각각의 명칭들에서 인 요소를 도출하자면,도심형복합상업시

설은 ‘도심’과 ‘복합’을,리테일엔터테인먼트에서는 ‘상업’과 ‘엔터테인먼

트’를, 형복합상업시설에서는 ‘복합’과 ‘형’을,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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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에서는 ‘복합’과 ‘엔터테인먼트’를 그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이러한

명칭들에서 공통 인 요소는 ‘도시 내에 치한 형의 규모를 가진 복

합상업시설’이다.도시 내에 치하고 있다는 특징에서 교외쇼핑센터와

구분되며,규모의 면에서는 규모로 몰(mall)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복

합시설이라는 에서 상업과 문화,엔터테인먼트,업무 호텔(주거포

함)등이 혼합되어 복합의 이 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

다.

형복합상업시설은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에서도 소

득의 증가와 여가에 한 심으로, 형복합상업시설을 여가 휴식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형복합상업시설

이 휴식 여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해서는,직 인 소비를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2)등장배경

형복합상업시설은 미국 시카고의 ‘WaterTowerPlace'를 시작으

로 1980년 에 본격 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그 후 상업시설과 문화

기능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결합으로 1990년 이후 규모 형복합

상업시설이 속도로 이루어졌다(정림건축,2009).도시의 사람들은 라이

스타일과 소비 상에 한 개념의 변화로 많은 기능이 한 곳에 모여있

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었다.동시에 물

리 상품 뿐 아니라 그것이 놓이는 시간과 장소 한 소비하고자 하는

분 기는 상업시설에 하나 이상의 기능이 긴 하게 집 된 복합시설로

발 하게 하 으며,이에 상업시설에서는 경험과 오락 등 감각 인 부분

을 자극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산업을 극 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더불어 휴식 여가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도입하여 상업시설에 공공

성을 부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능 문화기능

을 극 으로 계획하 다(강정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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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설명

판매경쟁 심화

과도한 개발, 낙후된 시설, 전통적인 입점업체의 

이탈, 온라인 판매성장 등 치열해진 판매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판매

상품유형보다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차별화 전략으로 여가지향적

외식수요 증가

전통적인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라 여가형 

외식체험으로서 특별한 요소와 함께 음식을 

즐기고자 함

엔터테인먼트의 확산
기술의 발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체험을 원하게 됨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확장

테마파크의 과포화로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은 

지역이나 커뮤니티 차원의 프로젝트를 모색함

도시재활성화

도심활성화과 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도시이미지개선, 

관광객유치 등을 목표로 도시재활성화 확대

ULI(UrbanLandInstitute)는 미국에서의 형복합상업시설의 등장

원인을 부동산 개발과 매와 여가 도시재생이 결합되는 경향에서 찾

았다.ULI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매경쟁심화,소비자의 라이 스

타일에 맞춘 매방식의 등장,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외식수요의 성장,

엔터테인먼트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확산,도심지 개발을 통한 도시 활

성화정책 등에 의해 상업시설 개발에서의 엔터테인먼트의 요성이 확

되었다.<표 2>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상업시설에서 확 된 이유에

해 정리한 것이다(Beyard, Michael D. et. al, 2001).

표 2. 형복합상업시설의 등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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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및 이용

(1)특징

최근의 형복합상업시설 개발은 백화 , 자상가와 같은 단일 쇼

핑센터보다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체제율

과 재방문율을 증가시켜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의 계획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러한 형복합상업시설의 계획 특징,그 에서

도 여가휴식공간에 을 두어 입지 ,구성요소별,공간 특징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서용건 외,2003).

① 입지 특징

도시의 상업시설은 거 화되어가고 복합화 되어가면서 다양한

시설을 한자리에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해왔다.복합화를 통하여 한자리

에서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 고, 범 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제로

개발되었다. 형복합상업시설은 역 집객 능력을 갖추어 한 지역의

상업 심지로서의 치를 형성하기 하여 근성이 뛰어난 치에

입지해야 한다.

이러한 입지 특성은 복합상업시설에 다양한 문화활동을 포함하면

서 지역문화의 심지,도심활성화의 앵커시설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BeyardMichael(2001)은 이러한 복합상업시설의 특성을 강화시

키기 한 계획 요건을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독립된 목표로서 형복

합상업시설의 성공보다는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활동,편의시설,흡입력

과 연계되어야 매력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 다. 한 편의시설,지

원시설은 복합상업시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공공부분에 있어서

는 문화 ,상업 로젝트와 련하여 연계하여야 한다고 하 다.마지

막으로 주변 커뮤니티와의 상호교류의 요성을 강조하 다.

복합상업시설의 계획에 있어 입지 근성의 요함은 이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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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복합상업시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등포 타임스퀘어의 경우 서

울 서남권의 심에 치하며,1호선 등포역과 연계되며 디큐 시티의

경우 지하철1,2호선 환승역이자 서울과 경기도를 연계하는 지리 요충

지인 신도림에 치하고 있다.이러한 근성의 용이함으로 타임스퀘어

와 디큐 시티는 국내 최고의 복합상업시설로 자리잡게 하 다.이외에

도 주변 도시조직과의 한 연계 역시 요하다.지하철,철도역사,교

통허 등과 직 인 연결을 통하여 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지상

에서의 보행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이유에서는 지상부

에서의 보행 근성 인근 도시조직과의 연계성 확보를 한 복합상업

시설 외부공간에 한 계획은 복합상업시설의 계획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② 구성요소별 특징

형복합상업시설의 기본 인 구성요소는 매,식음,엔터테인먼트

이다.최근의 소비트 드는 충동 이고 순간 인 기쁨을 추구하는 경향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게다가 형복합상업시설을 방문하는 목

은 상품구매 외에도 문화 체험,만남 등의 다양한 이유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소비의 상이 상품이 아닌 공간과 서비스,문화로 변해가고

있다.특히 상업시설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던 공공시설,문화시설의 경

우 문화 체험이나 체류시간의 연장 등의 효과에 직 으로 기여하게

되면서 이들에 한 요성이 부각되고 다양화되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국내외 복합상업시설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타임스퀘어와 디큐 시티의 경우 외부공간과 문화시설,상업시설의

연계를 통하여 어메니티(amenity)의 향상과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자

하 고 이러한 효과들이 체류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에 상당한 향력을

가진다고 단하기도 하 다.이처럼 형복합상업시설에서 어메니티

(amenity)향상을 해 외부공간의 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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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앞서 개발된 일본의 롯본기힐즈2)나 미드타운3)등에서도 볼 수 있

다.

③ 공간별 특징

투자효율에 집 하여 건설되던 상업시설의 흐름은 집객의 활성화를

노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시설의 외부공간에 요성을 부각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새로운 공간 체험을 제공하기 하여 장,정원,보행가로

등의 외부공간의 구축이 상업시설의 계획에 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외부공간은 공간 마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랜

드 호감의 증 ,제품의 핵심가치 부각, 매 유도 등의 목 으로 한다.

이용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이공간으로서의 로비와 연

결되어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을 연결시켜주는 장은 다양한 로그램을

수용하여 이용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홍보활동 역시 이루어 질 수 있

는 공간으로서 시설의 상업성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는 공간이다.최근

에는 상업시설의 연결통로에 옥상정원,휴게공간 등을 배치하여 보행의

흐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상업성 증진을 극 화시키는 형태도 등장

하고 있다.

2) 본 힐 는 본 도쿄 미나  본  6 우 에 치하고  업 , 상업, , 집

, , 주거시  주 능 다. 지  109,964㎡(연  728,900㎡) , 개 컨  

  도심(계 단계  공간  략  , 도심에 합하게 리아트

 같  양질  시  도 , 근  시 과 연계하는 안  고 ) 다. ( 처: 산

과)

3) 미드타운  본 동경 미나  아카사카9 가내에 치하고 , 주거, 상업, 업 , , 

, 타( 컬 )가 주 능 다. 지  68,900㎡(연  563,800㎡) , 개 컨

 도시  고 러운 상 &  살아 는 공간( 근  시 과 연계하는 

art-triangle  하고 통합   안 도 , 도심에 거 한 규  지 도 , 심

능(직주통합) 에 필 한 다양한 능들  합) 다. ( 처: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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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용

ULI의 Mixed-UseDevelopment(2006)의 정의에 따르면 형복합상

업시설은 통 인 매(Retail)기능 외에 크게 문화기능(CulturalUse)

과 락기능(RecreationalUse)을 포함한다(ULI,2006).

문화기능 (CulturalUse)

복합상업시설을 미술 시 ,박물 과 같은 문화기능으로 사용하는

추세가 차 증가하고 있다.문화시설은 복합상업시설에 강한 아이덴티

티를 부여하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고귀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문화기능은 수익의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공

공의 지속 인 도움이 요구되는 시설이기도 하다.구체 인 시설의 사례

로는 공연시설,박물 ,조각과 페인 등이 있다.공연시설은 복합상업

시설에 정 인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주말과 녁에

사람들을 집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들 시설은 복합상업시설에

활력과 즐거움을 부여하기도 한다. 한 외부의 공연장 시설은 장소에

사람들을 방문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박물 은 주 과 주말의 낮 시간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다.주로 박물 은 복합상업시설에서 핵심 인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복

합상업시설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 의 하나이다.조각과 페인 은

공공공간이나 시설의 입구(로비)에 치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이러한 작은 요소가 복합상업시설에서 문화기

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락기능 (RecreationalUse)

복합상업시설에서 크리에이션 기능은 문화시설 엔터테인먼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 이다.복합상업시설에서 활동성을 증가

시키고,한번도 복합상업시설에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크리에이션 기능을 하는 시설들에는 공원,마리나,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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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아이스링크 등이 있다.헬스클럽은 크리에이션 기능에서 가장 일

반 이며 운동에 한 사람들의 심이 높아지면서 그 역할을 더욱 증가

하 다.

상업공간 자체가 하나의 경험공간이며 시간소비가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이라는 상업시설은 시장이며 상품을 는 장소로서 특징을 가지

는 것이 기본 인 기능이다.하지만 상업시설은 단순히 재화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단순한 장소,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상업시설의 기본 제

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다.요즘과 같이 다변화되고 도시집 화가 심화되

는 시 에는 사람을 집객하는 시설이 상업공간에만 한정될 수 없다.상

업,서비스,커뮤니티,문화,식음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하여야만 집객과

재방문횟수 시설내의 체류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객의 체험은

상업시설을 풍부하게 하여 유입고객층을 확충하고 체류시간을 증가시키

며 재방문을 독려하고 상업시설이 단순한 상행 공간이라는 성격을 넘

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로 차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3)여가공간화

도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여가공간이 존재한다.체육시설, 화 ,게

임시설 등이 요한 여가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며,공원, 장과 같은 오

스페이스 역시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여가란 인간이 향유하는 휴

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문화,취미,휴식과 히 련되어 있다.문

경일(2002)에 의하면 복합성, 성,편리성,공공성이 존재하여야 도시

내 여가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정의하 다.이러한 기 을 통해 볼

때 여가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휴식을 구나 부담없이 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형복합상업시설은 다양한 유흥활동과 소비활동,휴식활동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성을 지니고 있으며, 구나 비용을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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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특징

여가문화의 변화

- 경제력 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여가생활은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면서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수요 촉발

소비패턴의 변화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자유

시간의 증가 및 신소비층의 증가

유통산업의 변화

- 전자상거래 등의 등장으로 인한 유통업체의 

경쟁심화

- 종합문화센터로서의 대형유통시설

대형 실내공간의 

개발 경향

- 체육시설, 문화시설, 물류시설, 회의시설 등이 

대형화되면서 이에 상업기능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지를 형성

장소 마케팅 전략

- 도시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재편

- 공간의 상품화를 촉진하며 공공공간의 질적 

수준을 향상

않고도 쉽게 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는 에서 도시 내

의 표 인 여가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도시민의 소득수 향상과

주5일제 근무의 정착으로 여가시간이 증 되고,여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도시공간에 한 욕구가 증가하 다.이에 도시공원,수변공간,테

마 크 등 형 인 여가공간뿐만 아니라 상업공간이 새로운 여가공간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형복합상업시설이 여가공간화된 배경에는 여가문화 소비패턴의

변화,유통산업의 변화, 형 실재공간의 개발 경향,장소마 략 등

이 있다(이승우,2003).

표 3.상업시설 여가공간화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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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공간 에서도 소매시설,문화 엔터테인먼트,식음 기능이 복

합된 형복합상업시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표 인 여가공간이 되

었다.더불어 교통이 편리하고,즐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으며,직

인 소비를 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시설 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

에 형복합상업시설이 도시민들의 여가공간이 될 수 있었다.

2. 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휴식공간

1)등장배경

형복합상업시설과 같은 소비공간에 차 으로 공공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매공간으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복합․문화공

간화되고 있는 형상업시설을 하나의 공공시설 에서 악할 필요

가 있다.사 인 상업공간에 공 공간을 형성하여 장소를 많은 이들과

공유함으로써 그 곳에서 발생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공공성이 증진되고

있다.

도시의 형복합상업시설은 새로운 의미의 공공공간으로서 경

제 활동을 주목 으로 하면서,소비 상 혹인 소비 상은 아닌 방문

객 모두에게 질서있고 안정된 공공 역을 제공하는 사유공간으로 자리잡

았다(손종우,2000).따라서 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문화공간은 민간에

의해 제공된 도시 공공공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형복합상업시설은 물품 구매 공간의 의미를 넘어 기존의 상업가로

나 공공공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을 포함하여 소비와 동시에 문화

기능을 담은 도시공간의 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쾌 한 환경과 볼거

리, 즐거움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인식이 확 되고 있다.

Kostof(1992)는 도시에서의 공공공간은 만남의 장소이며,행동의 자율성

을 갖고,개방성을 자기는 공간인 동시에 공동의 의식이 행해지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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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 다. 형복합상업시설은 큰 규모와 공공공간이 혼합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이곳을 과거 공공공간의

형태로 이용하게 되었다. 의 형복합상업시설이 제공하는 공공

문화시설은 통 인 공공공간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재미를 느

낄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 다.

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문화공간은 여가나 크리에이션 경험과 유

사하며 이들의 공통 은 내 인 만족과 자유로움에 한 인식과 여이

다(Jones,1999). 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휴식공간은 체험 경험을 통

해 즐거움을 제공하여 고객은 구매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거운 쇼핑을

경험할 수 있으며 더불어 제품 구매 자체가 재미와 즐거움을 수도 있

다.이 게 쇼핑에 문화를 첨가하는 것은 1950년 에 쾌 한 쇼핑경험을

해 술작품,음악,벤치 등을 이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0년 에 여

가휴식공간 엔터테인먼트가 새로운 경쟁 략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다

양하게 응용되기 시작하 다.

특히 유통시장의 포화상태에서 상업시설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새

로운 략으로 여가휴식공간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하기 시작하 다.

소비자의 선호 변화도 이에 향을 미쳤으며 복잡한 라이 스타일로 인

해 시간 약,편리함,서비스 등이 요한 쇼핑의 가치로 부각되면서 쇼

핑은 쉽게 자주 즐질 수 있는 여가시설의 하나로 인식되었다(Urban

LandInstitute,2001).이러한 흐름에서 상업시설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이 곳에서 좀더 오래 머무르게 하기 해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엔

터테인먼트와 ,휴식 여가를 제공하는데 노력하 다.이에 재의

여가휴식공간 엔터테인먼트는 쇼핑의 경험과 유통마 의 필수 인

요소로서 미래 형복합상업시설의 략 차별화의 심으로 인식되고

있다(Evan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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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징

시 트 드와 이 원하는 문화 컨텐츠에 하게 응하는

여가휴식공간 엔터테인먼트는 그 본질 속성인 ‘즐거움’의 특성상 쇼

핑,식음,스포츠,문화 외에도 범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는 ‘경

험 소비’의 표 인 로,시간과 돈 그리고 트 드 등을 복합한 소비의

상으로 ‘경험’도 하나의 매의 상이 될 수 있다(AlLieberman,

2002).

여가문화공간은 매시설,식음시설과 달리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구매하지 않아도 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나아가 매로도 이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즉,방문객

들은 물건을 구입하기 해 상업시설에 방문하지만 동시에 즐겁고 화려

한 환경을 즐기고 그 장소 속에 담겨있는 여가휴식공간의 가치를 받아들

이게 되어,방문과 체류자체가 이용객들에게는 즐거운 휴식 여가의

기능을 하게되는 것이다.

형복합상업시설에서 여가문화공간을 통한 집객효과를 더욱 극 화

하려는 것은 일종의 마 략으로도 볼 수 있다.이는 스페이스마

으로 정의되며,스페이스마 은 기본 개념,계획,진행,생산,서비스

등 모든 과정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공간’은 “체험”과 “경험”이 제되는

입체 인 개념이다.이러한 입체 인 개념을 가진 공간은 ‘집객요소’를

가지게 되는데,복합상업시설에서 집객요소를 활성화하기 해 복합상업

시설에 휴식공간,문화공간 등 다양한 구성이 생겨나게 되었다.집객요소

는 말 그 로 흥미요소를 유발시켜 사람들을 모으는 개념으로 상업 으

로는 서 ,극장,음식 이 표 인 집객시설이 된다. 한 매력 인 공

원,거리 등의 감성 인 공간도 여기에 포함된다(홍성용,2007).

성공 인 형복합상업시설의 스페이스마 을 한 략 공간요

소에는 여가문화공간의 측면이 시되는데 표 인 로는,보행통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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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보행공간,만남과 행사의 장소이자 심리

해방감을 주는 장,자연의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이자 그 요성이

차 강조되고 있는 녹지공간 등이 있다.그 외에도 시각 역동성을 부여

하고 체 크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는 원호공간,심리상태

공간의 크기변화에 향을 미치는 빛과 색,장치 장식 이 그 사례가

표 이다.이 외에도,공간의 크기,계단,축,차별화된 외 ,연상되는

이미지,스토리텔링의 구성이 스페이스마 을 한 성공 인 략의

방안이 될 수 있다(홍성용,2007).

3)효과

형복합상업시설은 여러 도시의 기능이 복합․입체 으로 집약된

공간이며 내부 여가문화공간은 도시의 외부 오 스페이스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통해 해당 형복합상업시설에 정 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여가문화공간은 형복합상업시설의 내부에서 공공성의 역할 다양한

활동을 한 공간으로서 활용도 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문화공간은 도시 문화생활의 심공간으로,매

개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성’과 ‘ 역’으로서의 근과 인

식 환이 필요한 표 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형복합상업시설은 기능의 복합과 연계방식에 의한 시 지 효과를

최 한 얻기 해 계획되어져야 하며 여가문화공간을 비롯한 각 계획요

소들은 개별 이 아닌 상호 계 속에서 존재 해야한다.그러나 우리나라

시 에서 형복합상업시설은 가로, 장 그리고 오 스페이스를 공

간 구성체계로 인식하기보다 하나의 고립된 상물로 다루었고 주변상황

과 분리하 다.여가휴식공간은 형복합상업시설의 여러 용도의 각종

시설과 내․외부 가로공간의 활성화 측면에서 체 인 계획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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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복합상업시설 내에 여가문화공간 활용이 증 될 경우 해당 도시

지역의 방문자 등이 여가문화공간을 통해 정 이미지를 확보함으

로써 재방문의 효과를 기 할 수 있고 도시의 표 이미지로 기억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문화 이벤트의 지속 개최 역사 문화 공간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 기여할 수 있으며 복합용도건축물

실내 오 스페이스를 지역의 공공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그 외에도 도

심부 내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개발자 측면에서 지가 임 료 상승으로 인한 개발 이익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 이익의 정 환수를 통하여 도시의 공익

목 기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복합용도건축물 주변 시설 이용 증

를 통한 지역 시설 공간의 연계와 이용 활성화가 가능하다.

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문화공간은 다음과 같은 정 인 효과를

가진다. 형복합상업시설 이용자 간의 직․간 교류 증 를 통한 공

간 이용 효율성 증 를 확보할 수 있다. 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문화공

간이 공연 등 다양한 행사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활용 가능함을 의미

하며 공간 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그 외에도 여가문화공간 체류와 연

계된 소비 확보를 통한 특정용도 시설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형

복합상업시설의 여가문화공간을 통해 이용자 체류 시간이 증가될 경우

주변 형복합상업시설 내의 시설의 이용 소비가 가능해 짐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효창,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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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연구

방법
연구내용

건축

계획

김경훈

(2008)

국 내 외 

UEC

문헌

조사

설계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UEC를 구

성하는 시설과 시설의 믹스화에 따른 

프로그램과 시설계획, 인간의 시각적 

및 공간적 특성에 따른 인지행태를 바

탕으로 한 공간계획,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상환경 계획을 연출요소와 

장치요소로 구분

강정구

(2006)

도심엔터

테인먼트

상업시설 

국재4개

소

사례

현장

도심엔터테인먼트 상업시설의 기본계

획과 각 사례별 엔터테인먼트 구성요

소를 분석하여 건축계획 특성 도출

 

공용

공간

고광성

(2008)

복합용도

건 축 물 

국내 2개

문헌

설문

조사

복합용도건축물의 공간구성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매

개공간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4.선행연구

형복합상업시설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도시․건축분야

외에 경 ․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건축계획,공간디

자인,이용행태,보행자 동선,공용공간,테 트믹스,도시와의 맥락,계획

의 방향,입지 경제 효과 등에 한 논의가 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형복합상업시설 내의 여가휴식공간 공용공간과 련하여서

는 설계 인 근을 한 연구가 부분이다.기존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하성주,2010).

표 4. 형복합상업시설에 한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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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통해 매개공간 계획요소 분석

김찬주 

외 1 인

(2004)

복합용도

건 축 물 

국내1개

소

현장

조사

보행자 동선을 중심으로 주출입구와 

그 외 다양한 출입부의 분석요소를 추

출하고, 분석요소들의 연관성과 개별

요소의 위계 측정 및 그에 따른 출입

부를 분석하여, 각 시설의 고유기능과 

전체평면상의 위치를 고려하여 출입부

가 시설공간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

 

테넌

트

안진오

(2008)

복합개발

단지 

국외 10

개소

국내 15

개소

국내 2개

소

문헌

조사

설문

조사

도심형 복합개발단지들의 개발특성 및 

내용, 구성시설의 도입비율 및 앵커시

설의 면적비율, 앵커시설의 공간적 위

치관계를 파악하고, 앵커시설의 기대

효과 검증

보행

자 

경로

안은희 

외 2인

(2004)

대형상업

공간 1개

소

문헌

조사

대형 지하공간에서 공간구조와 공간이

용행태간의 관계와 경로 선택점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부요인 

분석

 

테마

성정아

(2001)

상업공간

국외 5개

소

국내 2개

소

문헌

조사

상업공간에서 테마환경이 적용된 평

면, 시나리오성, 주제성 분석을 통해 

테마개념 도입 방안 제시

문은미

(2002)

복합쇼핑

몰

국내 3개

소

문헌

조사

쇼핑몰 이미지 구축을 위한 테마디자

인 전략방법, 구조, 효과를 살펴보고 

테마디자인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서

울에 건설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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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행태

심 창

섭, 최

막 중

(2008)

복합엔터

테인먼트

쇼 핑 몰 

국내 1개

소

설문

조사

복합쇼핑몰 이용자의 이용동기, 이용

시설, 이용행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복합쇼핑몰의 이용특성 도출

김성진

(2006)

쇼핑센터 

국내 1개

소

설문

조사

쇼핑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쇼핑센터 

내의 시설 및 업종 다양성(제품변수), 

물리적 환경(상황변수), 소비자 쇼핑 

관여도(개인변수) 등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은아

(2007)

UEC 국

내 3개소

설문

조사

UEC 이용자의 이용행태가 UEC의 장

소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음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여가

공간

화

이승우

(2003)

대형상업

시설 국

내 10개

소

설문

조사

대형상업시설에서의 여가공간화 현상

에 대한 도시계획적 이해와 대응방향

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가공간화 현상

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용행태와 대형

상업시설의 여가공간 역할에 작용하는 

행태적 인과구조 분석

심 창

섭, 서

용 석

(2010)

기술

분석

도시여가공간으로서 복합상업시설이라

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한 분석

엔터

테인

먼트 

및 

문화

시설 

효과

홍유석

(2008)

도심엔터

테인먼트

상업시설 

국내 4개

소

설문

조사

사례대상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상업시

설의 선택, 이용행태, 이용결과를 조사

하고, 상업적 효과(집객,체류,소비)와 

배경엔터테인먼트, 목적엔터테인먼트, 

충동엔터테인먼트 간 상관관계 도출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구성요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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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효과 분석

박경애

(2004)

엔터테인

먼트쇼핑

몰

설문

조사

다양한 리테일 엔터테인먼트요소에 대

한 소비자반응을 조사하여 활용도 높

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구별하고, 소

비자 특성에 따른 엔터테인먼트요소에 

대한 반응의 차이 분석

본 장에서는 형복합상업시설 내에 여가휴식공간의 집객효과에

한 선행연구를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여가휴식공간의 집객효과 련 선행연구

Forsythe& Bailey(1996)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 외에 서비스,체

험을 요시하게 여긴다.이에 소비자들은 인상 인 체험에 참여하고 싶

어한다.즉 체험을 가치있게 여기는 것이다. 한 소비자들은 포방문에

있어 분 기에 의해 야기되는 즐거운 감정 기분 환의 정도에 의해

향을 받았고 정 인 방향으로의 기분 환은 포에 한 소비자의

만족지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 포 내에서 경험한 즐거운

감정은 포를 들어오기 에 의도한 것 보다는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

비하게 하는 강한 원인이라고 하 다.

JasonSit,et.al(2003)는 여가휴식공간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요소

가 상업시설에 미치는 기여도에 한 연구 결과,상업시설에서 고객들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해 사용하는 마 략의 요소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더 나아가 최근과 같이 유통업계의 경쟁

환경 내에서 소비자의 충성 재방문을 고려하게 하는 상업시설에 한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고객의 상업시설 선호도를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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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애(2004)는 상업시설에서 여가휴식공간을 포함한 요소를 구별한

연구로 각 요소에 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고 이러한 소비자의 반응

이 소비자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함으로써 활용도가 높은 여

가휴식공간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구별하여 소매업체가 표 집단에

합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선정,활용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여가휴식공간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쇼핑품목,기본마

요소 등을 포함한 설문항목을 심으로 각 요소에 해 소비자가 인식하

는 즐거움 정도와 이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반 으로 즐거움 인식과

이용의도에서 요한 요소들은 특정한 여가휴식공간 엔터테인먼트 시

설보다는 기본 인 마 과 포환경임을 밝혔다.이에 따라 복합상업

시설에서 여가휴식공간 엔터테인먼트가 마 믹스로 통합되어 개념

화될 것을 주장하 다.

이승우(2003)는 연구에서 재 여가휴식공간 엔터테인먼트와 결

합된 복합쇼핑몰과 문화 기능이 강화된 백화 ,지하철역이나 아 이

드와 같은 통 공공공간과 결합된 상업공간은 보다 확장된 공공성을

가지며 형복합상업시설이 여가공간으로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그는 연구를 통해 UEC에서의 여가활용은 통 공

공공간에서의 행태와 비슷하나 상업공간의 논리에 따라 차별화되었음을

보 다.더불어 이승우는 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공간화가 도시공원에

한 수요를 체하지 못하고,상업시설에서 여가기능 확충이 여가 공

간활용을 높여 주요 소비특성을 진시키며 매출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한 최막 외(2012)에서는 매와 여가, 락기능의 복합

으로 상권 규모는 단일 매기능에 비해 더욱 확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이에 따른 집객효과의 증 는 주로 여가소비가 심이되며 복합 인

이용행태를 갖는 은 층 주의 몰 이용객이 보다 원거리에서 방문하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 다.

성정아 외(2001)의 연구는 감성소비로의 환 에서 재방문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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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업공간 디자인을 해 테마개념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 다.테마

환경은 소비자로 하여 실제가 아닌 이미지를 통한 체험으로 공간을 느

끼게 하는 요소로,성정아는 연구를 통해 보행자는 자신의 이동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의 경험을 함으로써 비일상성의 즐거움을 느끼고,테마를

가진 공용공간은 이용객에게 이미지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오 스페이스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더불어 테마로 구성된 공간은 풍부한

시각 즐거움을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의 이동을 주도하며,테마를

가진 공간은 효과 인 달을 해 화나 소설같은 시나리오 구조를 도

구 장치로 삼는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체공간을 하나로 인식하게 되

는 장 이 있다.이러한 테마공간은 사람들을 집객시키는 핵심요소로,아

이덴티티가 부재한 공간은 집객에 있어 실패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고 성(2005)의 연구에서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효율 이며 계획 인

공간구성을 해 복합용도개발에서 매개공간에 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

사하고자 하 다.고 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주된 방문목

은 구매활동보다는 문화활동이나 약속장소이기 때문이었으며, 다수

가 매개공간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매개공간이 복합건축물의 일

부라고 인식하 다. 한 이용자들은 교통의 편리성,다양한 시설이 이용

가능한 높은 집 도의 이유로 복합상업시설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의 설문을 통해 외부공간에서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주변과의 단 을,내부공간에서는 공간체계의 혼란과 시설간의

연결기능 부족을,동선체계에서는 복잡함으로 인한 연속성 결여를 개선

으로 제시하 다.

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형복합상업시설에서 여가휴

식공간의 경험은 하나의 마 략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 략의 성과는 고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거나,소비자를 집

객시키는 동시에 고객만족도를 높여 매출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한

형복합상업시설 이용동기가 이용객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며 이용행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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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 여가휴식공간의 요성을 이용객들이

인지하고 있고 이미 상업시설의 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형복합상업시

설의 한 기능으로 이용하고 있다.

2)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형복합상업시설에서 여가휴식공간의 경험

물리 환경은 고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거나 고객만족도를 높이고,매

력도와 체류욕구에 정 인 향을 미쳐 매출증가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한 상업시설의 공간구조와 매출에는 한 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더불어 공공공간 역시 형복합상업시설의 한 요소로 인

식하고,이용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휴식공간과 련한 국내의 선행연구

들에서는 직 으로 방문목 이 되는 멀티 스 화 ,서 음반,

공연장 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주목하고 있다.직 인 소비의

형태가 아니며,공공성을 가지고 소비하지 않아도 구나 이용할 수 있

는 여가휴식공간이 집객과 체류,선택 이용,구매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일부 연구는 내부 장,외부 환경,출입부

등 비소비 공용공간 매개공간의 특성 공공성 혹은 활성화 방안에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공용공간만을 상으로 그것의 집객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복합상업시설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여가

휴식공간이 이용객들의 선택에 동기부여가 되는지,얼마나 오래 머무르

게 하며,상품의 구매로 연결되는지 구체 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한

세부 으로 연령,직업,소득,교육정도,거주지와의 거리 등 다양한 일반

사항 여가휴식공간의 이용특성과 여가휴식공간 집객효과 사이에 상

성을 악하고자 한다.여가휴식공간의 집객효과 외에도 여가휴식공간의

만족도 한 함께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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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등포 타임스퀘어

Ⅲ.사례연구 상지와 분석의 틀

1. 상지의 개발 시설특성

1) 등포 경방 타임스퀘어

(1)타임스퀘어의 특징 구성

등포 경방 타임스퀘어4)는 최신시설을 갖춘 형복합상업시설로서

다양한 도시활동과 휴식․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신개념 커뮤니티를 지향

하는 복합유통단지조성을 목표로 계획되었다.기존 등포의 경방필백화

과 후면에 해있던 경방방직 공장터에 규모 복합상업시설을 개발한

사례이다(정림건축,2009).

지하 2층～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아트리움을 심으로 패

션과 잡화, 스토랑 등의 다양한 매장으로 구성된 복합쇼핑몰이다.특

히,약 450평 규모의 "1층 아트리움"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무료 문화공

4) 경 타 어는 울시 등포  등포동 441-10, 21에 치하고 , 상업, , 

집 , 업 가 심 능  지  60,436㎡(연  340,136㎡) 다. 개 컨  상업에

 핵심공간, 도심  휴식공간, 단 하나  만 하는 공간(상업 능  를 해 핵심 

트들  도 , 공간  상업 능 심  계 ) 다. ( 처: 타 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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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열어,많은 쇼핑객들의 찬사와 심을 받고 있으며,기존쇼핑몰과

차별화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5)를 구 하고 있다.

타임스퀘어의 공간 략은 상업에서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도심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며 단 하나로 시공간에서의 만족을 창출한다는 것이

다.상업에서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겠다는 략을 해 모든 기능이 상업

시설을 거치도록 설계계획을 수립하 고,신세계백화 ,이마트,CGV,

교보문고와 같은 형 핵심 테 트들을 유치하는데에 성공하여 평일 평

균 16만명,주말 평균 2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이외에도 명품 랜드들의

입 으로 사람들을 더욱 집객시킴으로써 서울에서의 심상권으로 자리

매김하 다.그 외에도 역사성을 가진 건물을 보존하여 만든 공원과,이

벤트 휴식이 가능한 옥상정원 등 다양한 휴식공간 마련으로 모든 기

능이 통합된 단 하나의 시설로 거듭나겠다는 타임스퀘어의 공간 략을

실 시키기 해 공공문하시설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시도하 다.

타임스퀘어는 기존 경방방직의 공장터를 이 하며 생긴 부지를 활용

하고 서울 서남부도심권으로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과 맞물려 재개발형태

로 개발되었다. 한 민간업체인 (주)경방이 개발의 주체이며 100%임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개발자(developer)인 경방이 직 테 트를 유피

하고 향후 운 리까지 담당하고 있다.입 업체들과의 계약방식은

고정 수수료를 받는 단순 임 방식과 매출 비 수수료를 취하는 임 방

식을 혼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5) 컬처(culture)  믹 (economics)  합 어다. 1990 에는 해당 가   해를 

통한 지  근  고 , 지 브랜드 개  등  경  가가치를 창 하는 뜻 었 나, 

2000 에는  산업  합,  상  등  고(高) 가가치를 창 하는 개

 사 다. 는 단 히 를 마 에 하는 것  아니라,  그 체  가가치

가 경  는 것  말한다. 업  고에  내·   가나  재  경

철학  개하는 것  그 다. ( 처: NAVER 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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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타임스퀘어의 아트리움 이벤트 장

그림 4.타임스퀘어의 옥상정원 공원

(2)타임스퀘어의 여가휴식공간

타임스퀘어에서 여가휴식공간의 기능을 하는 것에는 시실,옥상정

원,아트리움,소규모 공원들,청소년문화센터 문화센터(교육연구시설)

이 있다. 한 타임스퀘어에는 각각의 기능들의 연결지 에 작은 장들

의 휴게공간이 있는 것이 특징 이다.문화 장,돌솟음 장,물솟음 장,

돌정원과 시설의 앙부에 행사마당과 어울림 장,하늘마당,후면휴게마

당,소나무동산,정사복쉼터 등의 작은 휴게공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

다.옥상정원 배치되어 있어 시설 이용객들에게 좋은 경험과 상업시설에

한 정 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수도권 제1의 몰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로젝트는 지상

의 랜드마크 몰이 동서쪽의 화,음악,스포츠 등의 문화시설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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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남북쪽의 신 백화 의 고 쇼핑을 통해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며 시

지를 일으킨다.지상에는 루 가든으로 표되는 녹지와 지하에는

렴한 가족 쇼핑공간인 할인마트와 연결되어 부도심 문화의 탄생에 기여

하는 복합 문 몰로서 치를 확고히 할 것이다. 은층을 겨냥한 문화

공간,그리고 가족동반 고객에게 알맞은 라이 스타일 몰을 선사하며 남

녀노소 구나 365일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신개념의 형복합상업시설

형성하 다. 은 감각(YoungMind)을 가진 은 고객층을 겨냥한 구성

의 비율은 약 60%를 이루며,어른(Adult) 상은 신 백화 이용을,가

족단 (Family) 상의 고객은 할인마트가 주이용객이 된다.

타임스퀘어의 내부공간은 등포 구역 내 유형화된 가게와 거리의

계를 반 , 다른 거리로서의 몰 도시 공간의 연장으로서의 내부

입면 디자인에 용하 다.메인 스트리트 몰과 보조 스트리트의 분산

배치로 임 공간의 최 화와 디스 이를 한 공간 연계를 구축하

다. 한 지하통로와 연계하여 도시 통로로서의 몰 시스템을 구축하

고,이벤트로서의 내부 장을 제공하여 이벤트 창출을 통한 소비자 사용

확 를 유도하여 내부의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부여 하 다. 한

옥상정원과 공 거리 장을 제공하여 오 된 공간감을 제공하 다.

타임스퀘어의 아트리움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실내형 쇼핑몰

의 구심 과 상징성을 한 공간 제공의 측면에서 계획되었다.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며,그 곳을 통해 타임스퀘어를 인지하기 한 거 한 공

간을 계획하 다.아트리움 공간은 비어있지만 형 규모의 매시설과

여러 용도의 건물을 하나로 엮어 각 장소의 흐름을 이어주는 심공간이

다.타임스퀘어의 내부 동선은 아트리움에서 옥상정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타임스퀘어의 지상과 옥상의 조경계획의 디자인 개념은 도시와 자연

이 주제이다.이러한 조경공간에 시간이라는 하나의 인자가 목되면

서 공간 경 의 다양성을 부여하게 되고 타 상업시설에서 보기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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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퀘어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었다.지상층 외부공간은 주변 지역과

소통하며 각 건물의 특성에 따라 다방향의 근로를 가지게 된다.이러

한 기능 동선에 의해 형성되는 각각의 공간에 ‘시간’을 담아내고자 하

다.타임스퀘어의 심 장인 타임스퀘어 라자는 형복합상업시설의

주출입구 면 장과 교통 장이 하나로 어우러진 공간이다.이 공간은

타임스퀘어의 다양한 이벤트를 창출하며 건물과 연동하는 조명과 분수연

출을 통해 감성 경 을 나타내었고,서측 잔디 야외스탠드는 지역사회

와 함께 호흡하며 지속 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재의 공간

으로 일상에서 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체험 휴식의 공간으로

연출하 다.남측의 생태정원은 도심 속에서 릴 수 있는 자연체험 휴

식공간으로 과거라는 시간의 이야기가 더해진 특징이 있다.

옥상공간은 지상과는 달리 자연의 시간,계 의 흐름을 느낄 수 있

는 감성 공간으로 조성하 으며 나뭇가지 이미지를 형상화한 상징패턴

을 통해 지상과 다른 이미지를 부여하고 여기에 계 감을 부여한 수목,

빛의 조명, 라워링데크 등 여러 겹을 첩시키면서 자연이라는 공간을

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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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신도림 디큐 시티

2)신도림 성 디큐 시티

(1)디큐 시티 특징 구성

신도림 성 디큐 시티6)는 서울시의 <서울 서남권 르네상스 로

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의 신도림 지역에 치하고 있으며 서남부권의

최고층,최 규모이며 표 인 환승역세권 신도림역에 치하고 있다.

평균 3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움직이며 지구단 계획에 따라 상엄

업무기능이 강화되고 주변의 배후 정주거단지의 개발로 더욱 주목받을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인근 신도림 상권에는 테크노마트,애경 게이트웨

이 라자,이마트 등의 규모 복합개발로 상권이 강화되고 있는 곳이

기도 하다( 성산업,2012).

디큐 시티의 주된 개념은 다양한 자연 요소 속에서 느끼는 문화

할동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개념에 맞추어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유기 인 동선구조는 각각의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속된 흐름으

로 이어진다.호텔,주거,문화,먹거리와 공원이 공존하며 자연을 닮은

6)  브시티는 울시  신도림동 692 지에 치하고 , 복합 시 ( 매, 

집 , , 업 , 근린생 ), 공동주택  주 능 다. 지  25,756.8㎡(연  

350,051.50㎡) , 개 컨  연  공 하  쇼핑과 를 어 새 운 라 프 타  창

(공원   능들  돌하는 지역에 치하여 능과 연 경  함께 공 하도

 함) 다. ( 처: 브시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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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공간 디큐 시티는 신도림 지역에 다른 활력을 주고 있다.

디큐 시티는 자연과 공존하며 쇼핑과 문화가 넘어 라이 스타일을

창조하겠다는 공간 략을 가지고 있다.이를 해 각 기능들의 연결지

에 노드(Node)를 계획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

다.첫 번째 노드는 ‘퍼블릭가든’으로 아 트 동의 개인 공간과 디큐 시

티 복합상업시설의 공동 공간 사이의 개방감이 있는 완충지역이다.두

번째 노드는 ‘이벤트 라자’로 디큐 시티의 복합상업시설 내에 치하면

서 시설 내부의 다양한 장소로 연결시켜주는 이동의 장소이자 사람들이

모이는 집결장소이다.세 번째 노드는 ‘공원/ 장’으로 넓은 장과 소규

모 공원으로서 신도림역과 디큐 시티를 이어주는 문역할을 하고 있

다.디큐 시티는 이러한 공간 략으로 일평균 13만명의 방문과,오 후

6개월 간 방문객 1300만명을 기록하 다.

디큐 시티는 기존 성의 공장부지를 재개발한 사례로 타임스퀘어

와 개발유형이 동일이다.개발의 주체는 (주) 성산업으로 민간업체가

주도하 으며 개발방식은 임 방식을 취하고 있다.이는 공장부지의 활

용으로 기 매입 자본에 한 부담이 없었기에 임 방식을 취할 수 있

었다.

디큐 시티는 신도림역과 디큐 시티로의 간 지 에 큰 장인 신

도림 장이 배치되어 있다.공연이 가능한 넓은 부지와,사람들이 쉴수

있는 디자인된 의자들,분수 등의 시설 한 함께 배치되어 있어 사람들

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 외에도 아 트동의 사 공간

과 디큐 시티 복합상업시설의 공 공간 사이의 완충지역을 하며 시각

인 개방감을 주는 퍼블릭가든 한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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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디큐 시티의 내부 조형물 쉼터

(2)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

디큐 시티는 서울의 새로운 문화 허 로,신도림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상품,공간,체험의 장소로 특성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공간의 내부

에 도시문화와 도시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거리를 조성하 다. 한

손쉽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복합정원 도시 개념을 실 하 다.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에는 디큐 갤러리,신도림 장,옥상정원,테라스,

내부의 분수 아트리움 등이 있다.디큐 시티는 각각의 기능들이 수평

인 공간연결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디큐 시티는 도림천 공원과 연계된 총 6,000평 규모의 도심 상업시

설 내 국내 최 규모 자연문화 공원으로 조성하 다. 한 백여만송이

의 꽃과 숲들이 연출하는 생태공원으로 환경친화 인 생태공원이자 사계

그림 6.디큐 시티의 신도림 장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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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자연의 변화와 함께 하는 문화의 에 지가 충만한 곳이다.이

곳은 약 1,5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형 야외공연 무 를

설치하여 365일 다양한 문화 공연들을 개최하여 방문객들에게 문화공간

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 다.여기에 과거 성산업의 연탄부지 공장

의 일부 시설물도 공원의 한 구성물로 남겨두어 상징성을 남겼다.

디큐 시티는 루 가든과 워터 스페이스 등의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이 특징 이다.디큐 시티 체는 실외뿐만 아니라 내

부에도 자연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조경이 계획되어 있다.디큐 시티의

공용부 인테리어 디자인은 ‘도심녹지’를 메인 테마로 계획하 다.백화

앙부의 형 오 스페이스는 도심의 거 한 숲으로 운유되며,자연

요소를 디자인 모티 로 한 각 층의 다양한 마감 재료는 그 숲을 이루는

자연 요소로 정한 것이다.

디큐 시티의 이벤트 라자는 사람들이 머물고 구경하는 이벤트 공

간임과 동시에 지하2층으로부터 7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되도록 돔 형태로

설계하 다.이것은 수직 이동뿐만 아니라 수평 이동도 가능하게 하 다.

고개들이 이동하는 동안에도 백화 체를 둘러볼 수 있게 하여 개방감

과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2.여가휴식공간 기획의도: 문가 인터뷰

본 연구의 목표는 등포 타임스퀘어와 신도림 디큐 시티를 사례

상지로 하여, 형복합상업시설 내의 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

의 선택 이용,체류시간,소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실

제 이용자들의 이용자 설문에 앞서 여가휴식공간의 기획 략에 하

여 조사하고자 기획자인터뷰를 진행하 다.이는 여가휴식공간이 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떤 의도로 기획된 것인지,선택 이용,체류시간,

소비에 효과를 고려하여 어떤 마 략 하에 기획된 시설인지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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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함이다. 문가 인터뷰는 각각의 시설에서 여가휴식공간의 략과

계획,앞으로 각각의 시설에서 여가휴식공간과 련하여 보완할 을

으로 인터뷰하 다.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여가휴식공간의 계획 특징은 무엇입니까?

￭ 본 형복합상업시설에서 여가휴식공간의 강 은 무엇이며,

어떠한 략으로 홍보하셨습니까?

￭ 여가휴식공간을 이용객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 본 상지의 여가휴식공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 본 형복합상업시설을 심 모티 컨셉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시오.

등포의 타임스퀘어는 설계책임자 정림건축의 이상포 상무와 신도

림의 디큐 시티는 (주) 성 디큐 시티 홍보 의 정혜원 실장과 각각

인터뷰를 진행하 다.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등포 타임스퀘어 인터뷰

타임스퀘어는 모든 공간을 철 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구성하 다.

이용객이 주인이며,이용객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이 목 이며

더불어 매(retail)의 기능과 잘 되게 공간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에 을 두어 쇼핑,보행,휴식 등 모든 기능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하 다.주변의 도시맥락과 인 라,주거 상업과의

계를 극 으로 맺기 하여 고민하 고 이용객들이 시설 내부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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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듯 자연스럽게 근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장을 구성하 다.

한 쾌 한 공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해 넓은 보행로와, 앙

에 치한 아트리움,유리로 된 건축물과 같은 디자인을 연출하 다.

한 쾌 한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도록 하기 해,답답한 실내공간보다는

개방감이 있는 실외공간의 느낌을 타임스퀘어의 내부로 끌어들여 아웃도

어 느낌이 나도록 하 다.타임스퀘어의 옥상정원과 곳곳에 배치된 녹지

공간 조경시설은 이용객들을 끌어들이는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하

고 있다.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거 한 개방공간이 필요하여

아트리움을 계획하 고,몰에서부터 흐름을 이어주는 출입구이자 집객의

상징 장소인 아트리움은 실내이지만 개방감을 주려하 고 옥상정원의

경우는 목 을 가지고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몰링(malling)을 즐기고

타임스퀘어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즐기기 해 오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구성하 다.쇼핑몰에서의 산책과 휴식은 쇼핑만큼 매력

인 요소라고 생각하며,옥상정원이 이를 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인 쇼핑몰들은 매출이 많이 나는 주요 매장을 에 잘 띄는

곳에 두는 반면 타임스퀘어는 이마트·교보문고·CGV 등 핵심 시설들을

구석에 배치하고,사람들이 이 매장에서 매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

도록 동선을 짰다.고객들은 편리한 동선에 만족했고,쇼핑의 사각시 가

없어지니 모든 매장의 매출이 골고루 높아지는 효과가 났다. 한 놀거

리와 볼거리에도 신경을 써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측하여 이를

해 쾌 하고 넓은 쇼핑 공간을 꾸미고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를 끊임없이

만들어냈다.생활 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강좌와 문화공연으로 구성된

참여형 이벤트를 도입하 으며 이는 고객들의 자발 인 방문의지를 갖게

해 호응도가 가장 높다.

한 패션쇼,패션 스타일링 강의, 랜드 체험부스 등 다양한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이는 일반 들이 쉽게 근하기 힘든 런웨

이와 문가의 스타일링 서비스를 장에서 직 체험할 수 있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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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를 끌고 있다.타임스퀘어는 지하 2층 약 700평 규모의 특설 시장

에 방문객들을 한 무료 사진 등을 진행하기도 하 다.

타임스퀘어는 이용자가 아침부터 녁까지 머무를 수 있는,‘allday

space'를 목표로 하 다. 한 다양한 시설이 혼합된 공간인만큼 앞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변화되고,추가되면서 여가공간의 한 형태로 자

리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신도림 디큐 시티 인터뷰

신도림의 디큐 시티는 주민의 이용을 고려하여 구성하 다.특히

구로지역의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도입하 다. 한 성산업의 연탄공장이었던 “지역성”을 고려

하여 합리 인 가격, 구나 편안히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원하는 가

격에서 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계획하 다.

디큐 시티는 직 인 소비인 1차 구매 외에 휴식을 취하고,재미

를 느끼는 2차 소비도 의미가 있는 소비행 로 간주하고 있다. 한,주

요 타겟은 20～30 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이는 연령 를 제한하는

기존의 타겟층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 를 아우를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 다.특히,시간 에 따라 주타겟층이

다르다는 이 특징 이다.평일 낮 시간 에는 30,40 의 여성들이,

녁에는 교통의 결 을 하는 신도림이라는 지리 특성을 이용하여 수

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을 타겟층으로 하 다. 한 ‘가족’이 방문하 을

때,각 구성원들마다 원하는 공간이 있고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해 가족을 타겟으로 분류하여 고려하기도 하 다.

특히,기존 백화 과 복합 쇼핑몰의 장 을 살린 차별화된 유통 략

으로 성공 인 고객 유치를 실 했고,명품보다는 실용 심의 백화 을

지향한 합리 인 매장구성으로 만족도 높은 쇼핑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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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한,지역 사회,문화단체와 연계를 통해 에콰도르의 날,성 패트

릭 데이,무료 야외 화 상 , 로포즈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인근 주

민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디큐 시티는 소비에서 가져오는 허함을 충족시키기 해 문화와 결

합한,새로운 ‘몰(mall)'의 형태로 인근의 등포 타임스퀘어와 새로운

몰(mall)의 개념을 도입하 다.이러한 문화의 결합으로, 장,옥상정원,

테라스 등 다양한 시설이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오래 머물고 이러한

시설이 방문의도가 되는 동시에 재방문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여가휴식공간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 으

며 리테일(retail)과의 연계성도 높아졌다.

디큐 시티는 여가휴식공간의 비율이 높으며,지역친화 인 상업시

설을 추구하 다.거닐며 쉴 수 있는 생활의 일부분이 되는 여가공간을

목표로 하 다.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은 일본 MoriConsulting으로

부터 컨설 을 받고 있으며,신도림 일 의 주거지에 녹지가 없다는 단

을 악하여 디큐 시티 내외부에 녹지공간을 많이 도입하 다.

디큐 시티는 항상 새로움이 있는,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장소”

를 추구한다.더불어 이용자들이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기능 역할이

변화하게 될 것이고,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설을 갖춘 상

업 여가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3)소결

형복합상업시설에서의 여가휴식공간은 직 인 소비 외에 휴식을

취하고,재미를 느끼는 2차 소비도 의미가 있는 소비행 로 간주되며 이

용객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이 목 이

며 더불어 리테일(retail)의 기능과 잘 되게 공간을 구성하고,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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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

듭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더불어 쇼핑,보행,휴식 등 모든 기능이 즐

거울 수 있도록 하기 해 여가휴식공간을 계획하 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여가휴식공간을 실내․외에 히 배치하면서 쾌 한 공간에

서 오래 머무르도록 하기 해,답답한 실내공간보다는 개방감이 있는

실외공간의 느낌을 실내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최근의 형

복합상업시설은 문화와 여가 휴식의 결합으로 장,옥상정원,테라

스,갤러리 등 다양한 시설이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오래 머물게 되

었으며 거닐며 쉴 수 있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형복합상업시설에서의 여가휴식공간은 이용자들이 사용함

으로써 공간의 기능 역할이 계속 변화하게 될 것이고,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공간인만큼 ‘alldayspace'로서 여가휴식공간의 역할증 와 함께

형복합상업시설은 차 도시의 표 인 여가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

이라는 결과를 도출하 다.

문가 인터뷰를 통해 여가휴식공간은 형복합상업시설을 도시의

여가공간으로 정착하게 하며 체류시간을 증 시키고,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방문의 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 인 목 이며

간 으로는 오래 머물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소비와 연결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계획단계의 목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이용객들이 형복합상업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여가휴식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선택 이용,체류시간,소비에 직

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이용자 설문을 통해 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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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객효과 분석의 틀

1)설문목

형복합상업시설은 도시민들에게 있어 이미 여가공간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에 미치는 정

인 효과를 앞서 이론고찰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국내의 사

례 외에 일본의 사례들을 통해,상업 외에도 휴식,문화,여가,엔터테인

먼트 등 다양한 활동을 형복합상업시설을 통해서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문가인터뷰를 통해 여가휴식공간은 형복합상업시설

을 도시의 여가공간으로 정착하게 하고,체류시간을 증 시키며,이용에

즐거움을 느껴 방문의도가 되는 동시에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계

획의 목표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설문조사의 목 은 서울 서남권에 치한 등포 타임스퀘어와

신도림 디큐 시티를 상으로 형복합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방문자들을

통해 여가휴식공간이 이용객들의 선택에 동기부여가 되는지,얼마나 오

래 머무르게 하는지,상품의 구매로 연결되는 지하는 3가지 집객효과를

악하려는 것이다. 한 세부 으로 여가휴식공간 이용특성, 형복합상

업시설 이용행태 연령,직업,소득과 같은 일반사항과 여가휴식공간의

3가지 집객효과 간에 상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조사방법 표본수

2012년 11월 1일～2일,3일～4일 총 4일간 실시하 으며,설문시간은

평일의 경우 정오부터 오후3～4시 사이,주말의 경우는 오 11시부터

녁6시 사이에 실시하 다.조사방법은 상시설의 주 출입구 여가휴

식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상으로 일 일 면 방법으로 진행하

다. 등포 타임스퀘어의 경우는 목요일,토요일에 2차례로 나 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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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내용

선택 및 이용행태
방문횟수, 체류시간, 구입물품, 소비금액, 동반자, 선

택이유 

여가휴식공간 

이용특성
시설 인지여부, 이용계획, 이용시간

여가휴식공간 

집객효과

여가휴식공간이 방문선택에 미치는 영향, 체류시간

에 미치는 영향, 소비에 미치는 영향

여가휴식공간 

만족도
만족여부, 만족이유

일반사항 설문 대상자 성별, 나이, 거주지, 이용 교통수단, 

하 고,신도림 디큐 시티는 요일,일요일 2차례로 나 어 각각 진행

하 다.

평일의 경우 두 상지 모두 각각 50부,50부를 회수하 고,주말의

경우 타임스퀘어는 77부,디큐 시티는 62부를 회수하 다.총 230부의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상지별로 구분하면 타임스퀘어는 127부,디큐

시티는 112부를 실시하 다.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락사항 잘

못된 응답이 있는 39부를 제외한 200부가 사용되었다. 상지별로는 타

임스퀘어에서 27부,디큐 시티에서 12부가 제외되어,타임스퀘어 100부,

디큐 시티는 100부를 표본으로 사용하 다.

3)설문항목의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선택 이용행태,여가휴식공간 이용특성,여가휴

식공간 집객효과,만족도,일반사항 등으로 크게 5부분으로 나 었다.

표5.설문항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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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최종학력, 월평균 소득

첫째, 형복합상업시설의 선택 이용행태에 한 부분으로서 방

문의 주된 목 과 방문 시 동반자,방문횟수,체류시간,구입물품 소

비 액,방문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하 다.

둘째,여가휴식공간의 이용특성에 한 문항에서는 인지여부와 이용

계획 이용시간 등 3개의 역으로 나 어 여가휴식공간의 이용특성에

하여 질문하 다.여가휴식공간 인지여부는 각 시설별로 나 어 구성

하 다.

셋째,여가휴식공간의 집객효과와 련한 설문문항은 연구목 에 따

라 3가지로 구분하 으며 5 척도를 이용하 다.여가휴식공간이 형

복합상업시설의 선택 이용에 미치는 향,체류시간에 미치는 향,

소비에 미치는 향 3가지 문항으로 구성하 다.

넷째,만족도에 한 질문에서는 5 척도를 이용하여 형복합상업

시설 내의 여가휴식공간에서 만족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에 하여 5가지

이유를 제시하여 고르는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하 다.마지막으로 일반

사항에서는 기본 인 성별,직업,나이 외에 거주지와의 거리,월평균 소

득,이용교통수단,최종학력 등을 묻는 문항들을 추가하여 설문을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일반사항에서는 나이,성별,직업군,월평균소득,주거지

와의 거리,최종학력,이용교통수단으로 구분하여 인구학 특징을 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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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Windows18.0을

이용하여 분석 하 으며,각 사례는 개별 입력한 후 자료 분석 목 에

따라 빈도분석과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신뢰도 검증을 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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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실증분석

1.타임스퀘어 실증분석 결과

1)여가휴식공간 집객효과

타임스퀘어에는 다양한 여가휴식공간이 있다.층별로 타임스퀘어의

여가휴식공간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하 다.

그림 8.타임스퀘어 내부 1F-이벤트 장

그림 9.타임스퀘어 외부 1F-분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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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타임스퀘어 내부 1～4F-아트리움

그림 10.타임스퀘어 외부 1F-생태 소규모 공원 1

  

   

그림 11.타임스퀘어 외부 1F-생태 소규모 공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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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타임스퀘어 외부 5F-옥상정원

여가휴식공간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여가휴식공간이 타임스퀘어의

선택 이용,체류하는 시간,소비하는 액에 미치는 향이 있는가에

한 설문을 진행하 다.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타임스퀘어를 선

택 방문한다는 경우가 71%,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체

류한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났다.반면 여가휴식공간 여부와 계없이

소비한다는 응답이 67%로 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하

다는 응답 28%보다 높게 나타났다.타임스퀘어의 경우 여가휴식공간

이 체류시간에 미치는 향이 가장 높았으며,소비에 미치는 향과는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JasonSit,et.al(2003)의 연구결과

인 여가휴식공간이 상업시설 선호도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이 된다는 부분

과,Forsythe& Bailey(1996)의 선행연구 결과인 여가휴식공간을 통한

그림 13.타임스퀘어 내부 2～4F-실내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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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타임스퀘어 여가휴식공간의 집객효과

선택및이용영햠 체류시간영향 소비영향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

효

전혀 아니다 2 2% 7 7% 4 4%

아니다 9 9% 16 16% 63 63%

보통이다 18 18% 6 6% 5 5%

그러하다 62 62% 67 67% 26 26%

매우 

그러하다

9 9% 4 4% 2 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정 인 체험은 체류시간과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부분에서 체류시간 증

가의 결과를 입증하 다.

즉 여가휴식공간이 선택과 체류시간에는 효과가 있음을 다수의 이용

자들의 설문응답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음을

알 수 있었다.매출에 미치는 효과는 상업시설의 공간구조와 한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토 로 유추해보면,공간구조와 함께 이용자입

장의 설문이 재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 으로 타임스퀘어 선택 이용행태,여가휴식공간 이용특성,

만족도,일반사항과 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의 선택 이용,

체류시간,소비에 미치는 향과의 상 계를 악하기 해 상 분석

을 실시하 다.그 결과,유의확률 0.05미만에서 유효한 상 계로 도

출된 요인들이 나타났으며,우선 으로 연령 가 높을수록 여가휴식공간

이 있기 때문에 타임스퀘어를 선택 이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다음으로 타임스퀘어의 체류시간에 미치는 향에는 여가휴식공간

이용시간,연령,직업,만족도 4가지 요인이 상 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용시간의 경우,여가휴식공간 이용시간이 길수록 더 오래 체류함을 알

수 있었다.일반사항인 나이 직업의 경우,연령 가 낮을수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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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일수록 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체류한다는 결과를 도

출하 다.이는,20～30 의 은이들이 형복합상업시설 내의 여가휴식

공간을 더욱 활발하게 이용하고 이벤트와 같은 로그램에 직 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직업군의 경우 소득

이 있는 문직 회사원,자 업자보다는 학생,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

는 경우의 직업에서 비용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휴식공간에 더

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여가휴식공간에 한 만족

도가 높은 경우일수록 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체류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여가휴식공간이 소비에 미치는 향에는 타임스퀘어의

여가휴식공간을 장시간 이용한 사람일수록,자주 이용하는 경우일수록

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한다는 상 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3가지 향요인에 한 상 분석을 통해,여가휴식공간을 장시간

이용한 사람들일수록 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타임스퀘어에 더 오래

체류하고,더 많이 소비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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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및 이용 

영향
체류시간영향 소비영향

이용시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13*

.033

100

.229*

.022

100

이용빈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09*

.037

100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23*

.026

100

.299*

.003

100

연령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39*

.017

100

-.317**

.001

100

직업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26*

.024

100

표 7.타임스퀘어 여가휴식공간의 집객효과와 이용행태,이용특성,일반사항

상 분석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2)이용자 특성

타임스퀘어의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자가 62%로

남자인 38%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20～30 의 이용자가 79%로 나타

났다.이를통해 은 이용자들이 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이용 교통수

단을 살펴보았을 때,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가 64%로 주로

교통을 이용하 다.다음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이용자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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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빈도 퍼센트

유

효

남자 38 38%

여자 62 62%

합계 100 100%

연령 및 교통수단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

효

20대 45 45% 버스 및 

지하철

64 64%

30대 34 34% 자가용 31 31%

40대 12 12% 택시 4 4%

50대 9 9% 도보 및 

자전거

1 1%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직업의 분포에서는 문직 회사원의 직업을 가진 이용자들이

69%로 높게 나타났다.월평균소득의 경우는 500만원 이상이 35%로 가

장 높았으며,300～400만원 미만이 25%로 다음을 이었다.

표 8.타임스퀘어 이용자특성



- 56 -

직업 및 월평균소득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

효

전문직 및 

회사원

69 69% 100만원 

미만

2 2%

자영업 2 2% 100~200

만원 미만

10 10%

학생 19 19% 200~300

만원 미만

17 17%

주부 5 5% 300~400

만원 미만

25 25%

기타 5 5% 400~500

만원 미만

11 11%

합계 100 100% 500만원 

이상

35 35%

합계 100 100%

     

3)이용행태 여가휴식공간 이용특성

타임스퀘어의 방문목 을 분석해본 결과,모임 약속으로 방문하

는 경우가 34%로 가장 높았으며,쇼핑 상품구입이 30%,멀티 스

와 게임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이용이 25.6%,휴식 문화공간이용이

8.8%,기타가 3.9% 순으로 나타났다.기타에는 결혼식,구경 도우

쇼핑의 목 이 있었다.여가휴식공간 이용과 련한 방문목 으로는 휴

식 문화공간 이용이 해당되며,여가휴식공간 이용이 방문목 인 경우

는 8.8%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통 인 형복합상업시설의 주기능인 매,엔터테인먼

트,다이닝이 여 히 주된 목 이 되고 있으며 타임스퀘어를 방문하면서

여가휴식공간을 직 인 방문목 으로 고려하는 이용자는 많지 않으나,

다양한 기능을 한 장소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동료,가족과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형복합상업시설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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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적

응답

N 퍼센트

$방문목적a 목적(엔터테인먼트) 41 25.6%

목적(쇼핑및상품구입) 48 30%

목적(모임및약속) 55 34.4%

목적(휴식및문화공간) 14 8.8%

목적(기타) 2 1.3%

합계 160 100%

a. 값1에서표로작성된이분형집단입니다.

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형복합상업시설을 여가공간으로 인식하

는 경향은 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타임스퀘어 방문목

타임스퀘어를 선택한 이유로는 엔터테인먼트,쇼핑,먹거리 등 다양

한 즐길거리가 7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공원,멀티 스,뮤지

컬공연장,카페,의류매장 등 다양한 이용시설로 넓은 선택의 폭이 48%,

공간의 우수한 디자인이 23%,다양한 양질의 상품이 20%,여가 휴식

공간 이용이 9%,순으로 나타났다.다른 형복합상업시설 신 타임스

퀘어를 선택한 이유가 여가휴식공간과 련된 경우는,여가휴식공간

공간의 우수한 디자인과 다양한 여가 휴식공간이 해당된다.이를통해,

여가휴식공간을 이유로 타임스퀘어를 선택한 경우는 18.1%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원,아트리움,이벤트 장 등 여가휴식공간 외에 쇼핑,엔터테

인먼트,식음 등 다양한 이용시설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1.3% 으

며 이는 간 으로 여가휴식공간이 타임스퀘어를 선택하는데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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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유

응답

N 퍼센트

$선택이유a 선택이유(다양한즐길거리) 77 43.5%

선택이유(디자인) 23 13%

선택이유(다양한이용시설) 48 27.1%

선택이유(상품의질) 20 11.3%

선택이유(여가및휴식) 9 5.1%

합계 177 100%

a. 값1에서표로작성된이분형집단입니다.

치는 경우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0.타임스퀘어 선택이유

타임스퀘어의 여가휴식공간 인지여부에 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생태공원과 음악공원이 배치된 옥상정원의 경우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61명(61%)로 알고 있었던 사람 34명(34%)보다 높게 나타났다.타임스퀘

어 외부의 면 장에 설치된 분수 장의 경우 한 모르고 있었던 사

람의 경우가 64명(64%),알고 있었던 경우가 36%로 나타났다. 앙 로

비에서 다양한 이벤트 공연을 실시하는 앙이벤트 시설의 경우 알고

있었던 사람이 74명(74%),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26명(26%)로 나타났다.

앙부의 아트리움의 경우,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71%,알고 있었던 경

우가 29%로 나타났고,층마다 배치된 벤치,소 와 같은 실내휴식시설의

경우는 알고 있었던 경우가 68%,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32% 으며,문

화 장․물솟음 장․생태공원과 같은 소규모 공원의 경우 모르고 있었

던 사람이 66명(66%),알고 있었던 사람이 34명(3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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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여부

옥상정원 분수광장 중앙이벤트광장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

효

모르고 

있었다

66 66% 64 64% 26 26%

알고 있었다 34 34% 36 36% 74 7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인지여부

아트리움 실내휴식시설 소규모 공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

효

모르고 

있었다

71 71% 32 32% 66 66%

알고 있었다 29 29% 68 68% 34 3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타임스퀘어의 여가휴식공간 인지여부를 분석한 결과,다양한 이벤트

가 실시되는 앙이벤트 장(아트리움 내 치)과 실내휴식시설을 제외

하고는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실제로 타

임스퀘어 이용자들이 앙 장에서 실시되는 이벤트에 직 참여하거나

실내휴식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타임스퀘어의 여가휴식공간 인지여부

타임스퀘어의 여가휴식공간의 이용여부 이용시간에 한 설문에

서는,이용하 고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0명(80%)으로,이

용하지 않았으며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20명(2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이용하지 않았으며,이용할 계획이 없는 20명을 제외한

80명을 상으로 이용시간에 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30분 이내가

41.3%로 가장 높았으며,30분～1시간 이내가 32.5%,1시간～1시간 30분

이내가 16.3%,1시간 30분～2시간 이내 2시간 이상이 5% 순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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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이용함 80 80%

이용안함 20 20%

합계 100 100%

이용시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유효 30분이내 33 33% 41.3%

30분~1시간이내 26 26% 32.5%

1~1:30분이내 13 13% 16.3%

1:30분~2시간이내 4 4% 5%

2시간이상 4 4% 5%

합계 80 80% 100%

결측 0 20 20%

합계 100 100%

과가 나타났다.즉,타임스퀘어 방문자의 80%가 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하

고,이용한 사람의 73.8%가 1시간 이내로 비교 짧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통해 아직은 여가휴식공간을 극 으로 다양한 로그램을 통

해 활용하지 못하고 비교 제한 인 이유인 휴식,커뮤니티,체험 등으

로 이용하고 있다는 을 유추할 수 있다.

표 12.타임스퀘어의 여가휴식공간 이용여부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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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가휴식공간 만족도

타임스퀘어 여가휴식공간의 만족도를 보면 이용하지 않은 19%를 제

외하고 여가휴식공간 이용자들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만족한다는 의

견이 80.2%,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9.9%로 나타났다.만족이유에

한 문항에서는,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들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쇼핑 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쇼핑지원

의 기능이 47.8%로 가장 높았고,시설이 깨끗하고 분 기가 좋다는 시설

의 질에 한 만족도가 21.7%로 다음을 이었으며,시설이용이 즐겁고 편

하게 여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가 14.1%,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

9.8%,함께 즐기는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5%

순으로 나타났다.이를통해,여가휴식공간을 쇼핑지원의 목 으로 인식하

는 경향이 아직은 가장 높으며, 통 인 형복합상업시설의 목 인 쇼

핑,엔터테인먼트,다이닝을 지원하는 정도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하지

만,즐겁고 편리한 여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여가휴식공간의 우수한

디자인,많은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의 여가공간을 이유로 타임스퀘어

의 여가휴식공간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42.3%로 나타난 것을 통해, 형

복합상업시설의 여가휴식공간을 요한 기능 목 으로 인식이 변화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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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유효 불만족 8 8% 9.9%

보통 8 8% 9.9%

만족 64 64% 79%

매우만족 1 1% 1.2%

합계 81 81% 100%

결측 0 19 19%

합계 100 100%

만족이유

응답

N 퍼센트

$만족이유a 만족이유(비용) 9 9.8%

만족이유(쇼핑지원) 44 47.8%

만족이유(여가공간) 13 14.1%

만족이유(시설의질) 20 21.7%

만족이유(커뮤니티) 6 6.5%

합계 92 100%

a. 값1에서표로작성된이분형집단입니다.

표 13.타임스퀘어의 여가휴식공간 만족도 만족이유

구체 으로 타임스퀘어 선택 이용행태,여가휴식공간 이용특성,

일반사항과 여가휴식공간의 만족도 사이의 상 계를 악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유의확률 0.05미만에서 유효한 상 계

로 도출된 요인들이 나타났으며,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한 사람일수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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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선택이유(디자인)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08*

.038

100

이용여부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910**

.000

100

이용시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587*

.000

100

선택및이용영향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23*

.026

100

체류시간영향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99**

.003

100

시간 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할수록 타임스퀘어의 여가휴식공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이용시간과 만족도의 상 계는 유의확률 0.01

미만에서 0.910의 높은 상 계를 보 다. 한 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타임스퀘어를 선택하고,더 오래 체류하는 경우일수록 여가휴식

공간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타임스퀘어의 여가휴식공간 만족도와 이용행태,이용특성,일반사항

상 분석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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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큐 시티 실증분석 결과

1)여가휴식공간 집객효과

디큐 시티에는 다양한 여가휴식공간이 있다.각 층별로 여가휴식공

간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5.디큐 시티 외부 1F-신도림 장

그림 16.디큐 시티 내부 1F-실내 분수 휴식공간

그림 17.디큐 시티 내부 2～5F-실내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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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디큐 시티 내부 4F-디큐 갤러리

그림 20.디큐 시티 외부 5F-옥상정원 테라스

여가휴식공간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여가휴식공간이 디큐 시티

의 선택 이용,체류하는 시간,소비하는 액에 미치는 향이 있는가

에 한 설문을 진행하 다.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디큐 시티를

그림 18.디큐 시티 내부 B1～4F-조형물 포토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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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디큐 시티 여가휴식공간의 집객효과

선택및이용영향 체류시간영향 소비영향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

효

매우 아니다 1 1% 7 7% 1 1%

아니다 17 17% 10 10% 28 28%

보통이다 12 12% 7 7% 1 1%

그러하다 65 65% 59 59% 68 68%

매우 

그러하다

5 45% 17 17% 2 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선택 이용한다는 경우가 70%,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체류한다는 응답이 76%,더 많이 소비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여가휴식공간이 체류시간에 미치는 향이 3가지 향 에서는 76%로

가장 높았으며,선택 이용과 소비에 미치는 향이 7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가휴식공간이 선택 이용,체류시간,소비에 효과가 있음을 다수

의 이용자들의 설문응답을 통해 알 수 있었다.이는 JasonSit,et.al

(2003)의 연구결과인 여가휴식공간이 상업시설 선호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부분과,Forsythe& Bailey(1996),이승우(2003)의 선행연

구 결과인 여가휴식공간을 통한 정 인 체험은 체류시간과 소비를 증

가시킨다는 부분의 결과를 입증하 다.

구체 으로 디큐 시티 선택 이용행태,여가휴식공간 이용특성,

만족도,일반사항과 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의 선택 이용,

체류시간,소비에 미치는 향과의 상 계를 악하기 해 상 분석

을 실시하 다.그 결과,유의확률 0.05미만에서 유효한 상 계로 도

출된 요인들이 나타났으며,디큐 시티의 체류시간에 미치는 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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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에는 이용빈도,이용여부,이용시간,연령,직업,방문목 (여가

휴식공간 이용),만족도 7가지 요인이 상 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용빈도의 경우,자주 디큐 시티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여가휴식

공간이 있기 때문에 타임스퀘어에 더 오래 체류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한 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한 경우에서 여가휴식공간 때문에 더 오래

체류하며,여가휴식공간 이용시간이 길수록 더 오래 체류함을 알 수 있

었다.일반사항인 나이 직업의 경우,연령 가 낮을수록 학생 주부

일수록 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체류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이는,20～30 의 은이들이 형복합상업시설 내의 여가휴식공간

을 더욱 활발하게 이용하고 이벤트와 같은 로그램에 직 으로 참여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직업군의 경우 소득이 있

는 문직 회사원,자 업자보다는 학생,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경

우의 직업에서 비용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휴식공간에 더 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방문목 이 여가

휴식공간 이용인 경우와 여가휴식공간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

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휴식공간이 소비에 미치는 향에는 이용여부,이용시간,방문목

(여가 휴식공간 이용),만족도 4가지 요인이 상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하고,장시간 이용한 사람일수록, 한 방문

목 이 여가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한 방문자일수록,여가휴식공간

에 한 만족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

이 소비한다는 상 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3가지 향요인에 한 상 분석을 통해,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하

으며 장시간 이용한 사람들인 동시에 여가휴식공간에 한 만족도가 높

은 이용자일수록 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디큐 시티에 더 오래 체

류하고,더 많이 소비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한 다른 방문목 보

다 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하기 해 방문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체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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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및 이용 

영향

체류시간 

영향
소비영향

방문목적

(휴식및

문화공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44*

.014

100

.204*

.041

100

이용빈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52**

.011

100

선택이유

(여가휴식)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38*

.017

100

이용여부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56*

.010

100

.285**

.004

100

이용시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363**

.000

100

.340**

.001

100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59**

.009

100

.220*

.022

100

연령 Pearson 상관계수 -.211*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결과도 도출하 다.

표 16.디큐 시티 여가휴식공간의 집객효과와 이용행태,이용특성,일반사항

상 분석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69 -

유의확률(양쪽)

N

.045

100

직업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88**

.004

100

2)이용자 특성

디큐 시티의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자가 75%로

남자인 25%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의 경우는 20～30

의 이용자가 81%로,타임스퀘어와 동일하게 은 이용자들이 다수

임을 알 수 있었다.이용교통수단을 살펴보았을 때,버스 지하철을 이

용한 경우가 66%로 주로 교통을 이용하 다.다음으로 자가용을 이

용한 경우가 많았으며,도보 자 거를 이용한 이용자의 빈도도 유사

하게 나타났다.이는 주변에 치한 주거단지가 그 이유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직업의 분포에서는 문직 회사원의 직업을 가진 이용자들이

54% 으며,다음으로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월평슌 소

득의 경우는 500만원 이상,400～500만원 미만,300～400만원 미만이 거

의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통해 비교 소득이 높은 이용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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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빈도 퍼센트

유

효

남자 25 25%

여자 75 75%

합계 100 100%

연령 및 교통수단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

효

20대 50 50% 버스 및 

지하철

66 66%

30대 31 31% 자가용 17 17%

40대 7 7% 택시 4 4%

50대 12 12% 도보 및 

자전거

13 13%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직업 및 월평균소득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

효

전문직 및 

회사원

54 54% 100~200

만원 미만

2 2%

자영업 2 2% 200~300

만원 미만

16 16%

학생 27 27% 300~400

만원 미만

26 26%

주부 13 13% 400~500

만원 미만

27 27%

기타 4 4% 500만원 

이상

29 29%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표 17.디큐 시티 이용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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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적

응답

N 퍼센트

$방문목적a 목적(엔터테인먼트) 29 18%

목적(쇼핑및상품구입) 43 26.7%

목적(모임및약속) 53 32.9%

목적(휴식및문화공간) 29 18%

목적(기타) 7 4.3%

합계 161 100%

a. 값1에서표로작성된이분형집단입니다.

3)이용행태 여가휴식공간 이용특성

디큐 시티의 방문목 을 분석해본 결과,모임 약속으로 방문하

는 경우가 32.9%로 가장 높았으며,쇼핑 상품구입이 26.7%,엔터테인

먼트 휴식․문화공간 이용이 18%,기타가 3.9% 순으로 나타났다.기

타에는 아르바이트,구경 도우 쇼핑의 목 이 있었다.여가휴식공간

이용과 련한 방문목 인 휴식 문화공간 이용은 18%로,방문목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이를통해,디큐 시티를 방문하면서 여가휴식

공간을 직 인 방문목 으로 고려하는 이용자는 많지 않으나,다양한

기능을 한 장소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동료,가족과의 여가시간

을 보내는 공간으로 형복합상업시설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형복합상업시설을 여가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8.디큐 시티 방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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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유

응답

N 퍼센트

$선택이유a 선택이유(다양한즐길거리) 69 40.4%

선택이유(디자인) 42 24.6%

선택이유(다양한이용시설) 23 13.5%

선택이유(상품의질) 1 .6%

선택이유(여가및휴식) 36 21.1%

합계 171 100%

a. 값1에서표로작성된이분형집단입니다.

다른 형복합상업시설 신 디큐 시티를 선택한 이유로는 쇼핑,

먹거리,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여가휴식공간과 공간의 우수한 디자인이

24.6%,여가 휴식공간 이용이 21.1%,공원,뮤지컬공연장,카페,의류

매장 등 다양한 이용시설로 넓은 선택의 폭이 13.5%,다양한 양질의 상

품이 0.6%순으로 나타났다.

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하기 해 선택하 다는 응답이

21.1%로 나타났으며,그 외에도 여가휴식공간과 공간이 넓고 쾌 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6%로 나타났다.즉,디큐 시티

의 여가휴식공간 때문에 선택하 다는 응답은 47.6%로 볼 수 있다.더불

어 공원,이벤트 등 여가휴식공간과 엔터테인먼트,쇼핑,식음 등 다양한

이용시설을 이용하기 해 디큐 시티를 선택하 다는 응답은 13.5%로,

이는 간 으로 여가휴식공간이 디큐 시티의 선택에 향을 미친 것으

로 볼 수 있다.

표 19.디큐 시티 선택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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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여부

옥상정원 테라스 실내 휴식공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

효

모르고 

있었다

51 51% 46 46% 20 20%

알고 있었다 49 49% 54 54% 80 8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 인지여부에 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옥상정원의 경우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51명(51%)로 알고 있었던 사람

49명(49%)보다 높게 나타났다.실내 실외의 테라스의 경우는 알고 있

었던 사람이 54명(54%)으로 모르고 있었던 사람 46명(46%)보다 높았다.

디큐 시티 내부의 휴식공간의 경우 알고 있었던 사람이 80명(80%)로

모르고 있었던 20명(20%)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각종 그림 미술품

을 시하는 디큐 아트센터와 같은 시공간에 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78명(78%)로 알고 있었던 21명(21%)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

다.디큐 시티와 지하철 신도림역의 연결 통로가 되는 신도림 장의 경

우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 75명(75%)로 모르고 잇었던 25명(25%)보다 높

았다.마지막으로 이벤트시설의 경우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69명(69%)로

알고 있었던 사람 21명(21%)보다 높게 나타났다.

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 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시설은

실내 휴식시설이며 신도림 장,외부 테라스,옥상정원,이벤트시설,디큐

갤러리 순서로 나타났다.이를통해, 장과 테라스,정원과 같은 휴식

공간 주로 이용자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이벤트와 갤러리처럼 공간의

내부에 치한 문화시설의 경우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 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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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여부

디큐브갤러리 신도림광장 이벤트시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

효

모르고 

있었다

78 78% 25 25% 69 69%

알고 있었다 22 22% 75 75% 31 3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의 이용여부 이용시간에 한 설문에

서는,이용하 고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2명(92%)으로,이

용하지 않았으며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8명(8%)보다 월등히 높

게 나타났다.이는 형복합상업시설 이용자들이 여가휴식공간을 별도의

시설로 인지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쇼핑,엔터테인먼트,모임 등의 목 을

수행하면서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이용하지 않았으며,이

용할 계획이 없는 8명을 제외한 92명을 상으로 이용시간에 한 설문

을 분석한 결과,30분～1시간 이내가 60.9%로 가장 높았으며,30분 이내

1시간～1시간 30분 이내가 15.2%,2시간 이상이 5.4%,1시간 30분～2

시간 이내가 3.3%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방문객의 76.1%가 1시간 이

내로 비교 짧게 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휴식시설, 장,테라스와 같이 비교 장시간 체험할 수 있는 로

그램보다는 쉴 수 있는 공간 주이기 때문에 이용시간이 비교 짧다는

을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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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이용함 92 92%

이용안함 8 8%

합계 100 100%

이용시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유효 30분이내 14 14% 15.2%

30분~1시간이내 56 56% 60.9%

1~1:30분이내 14 14% 15.2%

1:30분~2시간이내 3 3% 3.3%

2시간이상 5 5% 5.4%

합계 92 92% 100%

결측 0 8 8%

합계 100 100%

표 21.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 이용여부 이용시간

4)여가휴식공간 만족도

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여가휴식공간

을 이용하지 않은 8명을 제외하고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여가휴식공간

을 이용한 사람의 86.9%가 만족하 고,1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 다.

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의 만족이유에 한 문항에서는,역시 이용하

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쇼핑 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쇼핑지원의

기능이 37%로 가장 높았고,여가휴식공간 공간이 깨끗하고 분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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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유효 보통 12 12% 13%

만족 74 74% 80.4%

매우만족 6 6% 6.5%

합계 92 92% 100%

결측 0 8 8%

합계 100 100%

좋다는 시설의 질에 한 만족도가 22.7%로 다음을 이었으며,시설이용

이 즐겁고 편하다는 여가공간이 17.6%,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 12.6%,

함께 즐기는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0.1% 순으

로 나타났다.

이를통해,여가휴식공간을 쇼핑지원의 목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

직은 가장 높으며, 통 인 형복합상업시설의 목 인 쇼핑,엔터테인

먼트,다이닝을 지원하는 정도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하지만,즐겁고

편리한 여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여가휴식공간의 우수한 디자인,많

은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의 여가공간을 이유로 디큐 시티의 여가휴식

공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이유로 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에 만족한

다는 의견이 50.4%로 나타난 것을 통해, 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휴식공

간을 요한 기능 목 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2.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 만족도 만족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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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이유

응답

N 퍼센트

$만족이유a 만족이유(비용) 15 12.6%

만족이유(쇼핑지원) 44 37%

만족이유(여가공간) 21 17.6%

만족이유(시설의질) 27 22.7%

만족이유(커뮤니티) 12 10.1%

합계 119 100%

a. 값1에서표로작성된이분형집단입니다.

구체 으로 디큐 시티 선택 이용행태,여가휴식공간 이용특성,

일반사항과 여가휴식공간 만족도 사이의 상 계를 악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유의확률 0.05미만에서 유효한 상 계로

도출된 요인들이 나타났으며,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한 사람일수록,장시간

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할수록 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에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특히,이용시간과 만족도의 상 계는 유의확률 0.01미만

에서 0.931의 높은 상 계를 보 다.

이용특성 이용행태와의 상 분석에서는,자주 디큐 시티를 이용

하는 경우일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른 형복합상업시설 신 디큐

시티를 선택한 이유가 다양한 여가 휴식공간 이용,여가휴식공간

공간의 우수한 디자인이라고 응답한 경우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에 일반사항에서는,여자일 경우,학생 주부의 직업군

을 가진 경우일수록 여가휴식공간에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체류하고,더 많이 소비하는 경우

일수록 여가휴식공간에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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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이용빈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304**

.002

100

선택이유(디자인)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317**

.002

100

선택이유(여가및휴식)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30*

.021

100

이용여부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931**

.000

100

이용시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467**

.000

100

성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52*

.012

100

직업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10*

.036

100

체류시간영향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59**

.009

100

소비영향 Pearson 상관계수 .229*

표 23.디큐 시티의 여가휴식공간 만족도와 이용행태,이용특성,일반사항

상 분석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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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양쪽)

N

.022

100

3.종합

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의 선택 이용,체류하는 시간,

소비하는 액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해 ‘여가휴식공간의 집객효과’설

문을 진행하 다.타임스퀘어의 경우는 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타

임스퀘어를 선택 방문한다는 경우가 71%,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

에 더 오래 체류한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났다.반면 여가휴식공간 여

부와 계없이 소비한다는 응답이 67%로,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하 다는 응답 28%보다 높게 나타났다.

타임스퀘어의 경우 여가휴식공간이 체류시간에 미치는 향이 가장

높았으며,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타임스퀘어

의 방문목 에서 쇼핑 상품구입,엔터테인먼트 활용과 같은 정된

소비,소비의 물품을 미리 정하고 방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유

추해 볼 수도 있다.

디큐 시티의 경우는 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디큐 시티를 선

택 방문한다는 경우가 70%,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체

류한다는 응답이 76%,더 많이 소비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여

가휴식공간이 체류시간에 미치는 향이 집객에 미치는 3가지 향 에

서는 76%로 가장 높았으며,선택 이용과 소비에 미치는 향이 70%

로 동일하게 나타났다.이는 여가휴식공간이 복합상업시설에 즐겁고

정 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이용자들을 집객시키고, 정보다 오래 체류

하게 하여 의도보다 많은 소비를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입증시키는 결

과이기도 하 다.

두 상지를 통해 살펴본 결과,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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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큐브시티 타임스퀘어

여가휴식

공간의 

집객효과

선택 및 이용 영향 영향이 있다 70% 영향이 있다 71%

체류시간영향 영향이 있다 76% 영향이 있다 71%

소비영향 영향이 있다 70% 관계없다 67%

선택 이용,체류시간을 연장시키는데에는 정 인 효과가 있었으나

소비에 미치는 효과의 경우는 상지의 특징,이용객들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한 사람일수록,장시간

이용할수록 여가휴식공간 때문에 더 오래 체류하고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즉, 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휴식공간이 해당 시설을 선택하게 하게

하여 집객시키고,더 오래 체류하게 하는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소비에

미치는 향은 상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여가휴식공간

의 다양성, 로그램,이용자의 동선과의 연계성,이용자의 특성 등에 따

라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24.여가휴식공간의 집객효과

형복합상업시설의 이용행태 여가휴식공간의 이용특성을 분석한

결과, 형복합상업시설 방문자의 다수가 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함을 통

해 여가휴식공간을 형복합상업시설의 하나의 기능으로 인식하고,여가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하지만 다양한 시설을 여러 가

지 로그램으로 극 으로 활용하는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음을 설문을

통해 악하 다. 한 여가휴식공간을 직 인 방문목 으로 고려하는

이용자는 많지 않으나,다양한 기능을 한 장소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동료,가족과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형복합상업시설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형복합상업시설을

여가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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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휴식공간 만족도의 분석결과를 보면,여가

휴식공간을 이용한 다수의 이용자들이 여가휴식공간에 만족하고 있으

며 특히 장시간 이용한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

히 여가휴식공간을 주된 목 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쇼핑지원의 기능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이 외에도 여가휴식공간이 잘

디자인 되어 있고,시설이용이 편리하며,커뮤니티 여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만족 이유로 조사되는 것을 통해,여가휴식공간

이 차 발 하고 있으며, 형복합상업시설에서 쇼핑지원의 기능이 아

닌 목 성을 가진 시설로,도심의 여가공간으로 차 변화되고,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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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1.연구의 요약

형복합상업시설은 도시의 표 인 여가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쇼핑을 하고,여가를 즐기고,문화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복

합화된 이 을 가장 잘 실 시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상업시설이 복

합화되면서 이용자들은 기존의 쇼핑,식음,엔터테인먼트 외에 통 인

공공공간 담당하던 문화공연,휴식, 시 등의 여가기능을 상업시설에서

원하게 되었고,몇 가지의 기능만 담당하던 복합쇼핑몰이 거 화,복합

화,다양화되면서 형복합상업시설은 여가공간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

었다.

하지만 공공공간과 문화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 내에 확 되는 경

향이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에 미치

는 효과에 해서는 구체 인 선행연구가 부족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에 미치는 집객효과를 으로 연구

하고자 하 으며 구체 으로,선택 이용에 따른 집객,체류시간,소비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데 을 두었다.

서울의 형복합상업시설 여가휴식공간이 복합되어 주목받고 있

는 등포 타임스퀘어,신도림 디큐 시티를 상지로 선정하여 문가

인터뷰와 이용객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문가인터뷰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여가휴식공간은 형복합상업시설을 도시의 여가공간으로 정

착하게 하고,체류시간을 증 시키며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방문

의 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 인 목 이며,간 으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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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머물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소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자 계획가의 목표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형복합상업시설을 선택하는데 있어 여가휴식공간은 고려

상이 됨을 알 수 있었다.즉,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의 선택

동기에 효과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이는 형복합상업시설의 방

문목 이 기존의 매,엔터테인먼트,다이닝 3가지 기능 외에 휴식

문화공간이용,여가공간활용 등의 새로운 목 성으로의 변화가 생겨나면

서 형복합상업시설을 소비 외에 다채로운 기능을 즐길 수 있는 여가공

간으로 인식하여 이용하고 있는 추세와의 연 성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셋째, 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휴식공간은 해당 시설에 더 오래 체

류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설문결과 여가휴식공간의 3

가지 효과 에서,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타임스퀘어와 디큐 시티에

서 모두 여가휴식공간을 장시간 이용한 이용자일수록 여가휴식공간이 있

기 때문에 더 오래 체류한다고 다수의 이용자들을 통해 악할 수 있었

다.

넷째,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에서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

는 상지의 특성과 여가휴식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도 다

수 으나, 계없이 소비한다는 응답 역시 다수로 나타났다.이는 여 히

여가휴식공간을 쇼핑지원의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여가휴식공간의

다양성과 질,다양한 문화공연의 로그램,이용자들의 주 이동동선 내에

치 등의 이유로 그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직 으로 소비로 이

어지기 해서는 여가휴식공간을 계획 디자인함에 있어서 물리 인

공간구조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한 이용자들의 다수가 형복합상업

시설 내의 여가휴식공간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쇼핑지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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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여가휴식공간을 목 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아직 부족하나,여가휴식공간의 디자인 여가공간으

로서 즐겁고 편하게, 는 커뮤니티의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

자들의 결과를 통해,여가휴식공간을 여가공간의 하나로 인식하고 형

복합상업시설에서 주요한 역할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형복합상업시설 방문자의 다수가 여가휴식공간을 이용하고,여가휴

식공간 이용이 목 이 되는 트 드가 형성됨과 동시에 여가의 공간으로

인식이 확 되는 상을 통해 여가휴식공간이 형복합상업시설에서 핵

심기능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2.연구의 의의 한계

본 연구는 여가휴식공간의 효과를 그 특성에 따라 선택 이용,체

류시간,소비에 미치는 향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고,이를 토 로

여가휴식공간의 정 인 효과를 도출하여 앞으로 형복합상업시설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여가휴식공간이 더욱 확 다양화되는데에 기 자료

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 문가입장의 인터뷰와 이를 토 로

이용자입장의 설문조사를 분석방법으로 함께 진행하여, 문가 입장과

이용자 입장에서 형복합상업시설 내에 여가휴식공간의 효과를 살펴본

새로운 시도를 한 것에 의의가 있다.더불어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

공하고 공공에게 편익을 제공하며,인근 상권과 형복합상업시설의 사

인 이익에도 기여하는 측면에서 도시계획 함의를 갖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상지 연구범 가 서울 서남권 일부에 국한되

어 한정 이었으며,지역 특징별로 다른 형복합상업시설과 여가휴식

공간을 제시하지 못하 다는 한계 이 있다.더불어 여가공간화된 형

복합상업시설을 이용자입장 외에 계획 특성 물리 상에 한 구

체 인 연구가 동반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 본 연구는 형복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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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설 내에 여가휴식공간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이용자 설문을 진행

하 으나 보다 심층 이며,의미있는 결과 도출을 해 다양한 분석법을

활용한 연구가 앞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의 한계 들을 보완하여 국내 형복합상업

시설에서 여가휴식공간이 여가공간으로,목 성을 가진 공간으로 더욱

보편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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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복합상업시설의 여가휴식공간 효과에 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본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대형복합상

업시설의 여가휴식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설문

결과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오직 학문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  영  민

e-mail: kymmiracle@naver.com

H.P: 010-9457-1016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 광 중

∎다음은 디큐브시티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Q1. 오늘 디큐브시티를 방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① 영화관람, 뮤지컬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여가활동    

② 쇼핑 및 특정상품을 구입    ③ 모임 및 약속    ④ 휴식 및 문화공간 이용  

⑤ 기타(                    )

 

Q2. 오늘 누구와 함께 디큐브시티를 방문하셨습니까?

① 혼자

② 친구 및 동료

③ 가족

④ 연인 

⑤ 기타(                   )

Q3. 디큐브시티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연1회 미만    ② 연 1~2회      ③ 연 3~4회     ④ 월 1~2회   

⑤ 주1회 이상

Q4. 디큐브시티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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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옥상정원

테라스(실외&실내)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미만                 ③ 2~3시간 미만 

④ 3~4시간 미만        ⑤ 4~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Q5. 늘 디큐브시티에  구입한 물품  무엇입니 ? (복수 답)

① 의류      ② 화장품 및 악세사리    ③ 가전제품 및 가정용품    

④ 서적, 음반, 문구류  ⑤ 핸드폰, 카메라 용품    ⑥ 커피, 음료, 음식    

⑦ 영화관, 게임, 뮤지컬, 엔터테인먼트   ⑧ 기타

Q6. 오늘 디큐브시티에서 얼마의 금액을 소비하셨습니까?

① 5만원 이하     ② 6-10만원     ③ 11-15만원     ④ 16-20만원     

⑤ 20만원 이상

Q7. 다른 상업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이 곳 디큐브시티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① 쇼핑, 먹거리, 여가공간, 문화시설 등 즐길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② 넓고 쾌적한 공간과 각 시설들이 보기 좋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③ 쇼핑, 영화관, 공원 등 이용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④ 양질의 상품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⑤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은 디큐브시티의 휴식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디큐브시티에는 옥상정원, 테라스, 시설 곳곳의 휴식공간, 전시공간, 신도림광장, 

이벤트시설(포토존, 조형물) 등의 휴식문화시설이 있습니다.

Q1. 기존에 디큐브시티에 있는 휴식문화시설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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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러하다 매우 그러하다

    ①            ②           ③            ④                 ⑤  

내부의 여러 휴식공간

전시공간

신도림광장

이벤트시설(포토존,조형물)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러하다 매우 그러하다

    ①            ②           ③            ④                 ⑤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러하다 매우 그러하다

    ①            ②           ③            ④                 ⑤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러하다 매우 그러하다

    ①            ②           ③            ④                 ⑤  

Q2. 오늘 디큐브시티에서 휴식문화시설들을 이용하셨습니까? 혹은 이용할 계획

이십니까?

① 이용하지 않았다 &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② 이용하였다 & 이용할 것이다

Q3. 휴식문화시설들을 이용하셨다면 얼마나 오래 이용하셨습니까? 

(이용할 계획이라면 예상시간)

① 30분 이내            ② 30분~1시간 이내         ③ 1시간~1:30분 이내

④ 1:30분~2시간 이내    ⑤ 2시간 이상

Q4. 디큐브시티에 휴식문화시설들이 있어서 디큐브시티를 이용하십니까?

Q5. 디큐브시티에 휴식문화시설들이 있어서 더 오래 머무르십니까(체류하십니

까)?

Q6. 디큐브시티에 휴식문화시설들이 있어서 더 많이 소비하십니까?

∎다음은 디큐브시티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Q1. 디큐브시티의 휴식문화시설에 만족하십니까?

Q2. 디큐브시티의 휴식문화시설에 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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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료이기 때문에(비용)

② 쇼핑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쇼핑지원)

③ 시설이용이 즐겁고 편안하므로(여가공간)

④ 시설이 깨끗하고 분위기가 좋아서(시설의 질)

⑤ 함께 즐길 수 있어서(커뮤니티 기능)

∎다음은 귀하의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Q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Q2. 귀하의 나이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및 60대 이상

Q3. 귀하의 거주지와 디큐브시티와의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① 30분 이내         ② 30분~1시간 이내             ③ 1시간~1:30분 이내

④ 1:30분~2시간 이내            ⑤ 2시간 이상

Q4. 디큐브시티에 방문하면서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버스  지하철     ② 자가용      ③ 택시     ④ 도보  자 거      

⑤ 타  

Q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직 및 회사원   ② 자영업    ③ 학생      ④ 주부      ⑤ 기타     

 

Q6.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학 및 대학교 재학     

③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Q7. 본인 및 귀댁의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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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Entertainment Center(UEC)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leisurespaceatcity.In UEC,wecandoshopping,

enjoycultureandleisuretime,andtakeabreak.AlsoUEChaslots

ofbenefitsofcomplexity.Ascommercialspacegoestocomplexity,

many users wantcultualperformance,rest,and display to UEC,

because of these reasons,UEC changes to diversification and

complexation.In these days,public space and culturalspace are

combinedtoUEC,buttherearen'tlotsofstudiesabouttheeffectsof

leisure-restingspacestotheUrbanEntertainmentCenter(UEC).

So, this study research about the attraction effects of

leisure-restingspacestotheUrbanEntertainmentCenter(UEC).The

attractioneffectstoUECcanbedividedtothreeeffects,specifically

selectionanduse,residencetime,andconsumption.Therangeoftih

study isUEC which includeleisure-resting spacesand located at

Seoul.From this process,Timesquare at Yeong-Deung-Po and

D-CubeCityatSindorim areselectedcaseofthisstudy.

Themethodofthisstudyisinterview toexpertsandsurveyto

users.

Through theinterview,leisure-resting spacescaused theUEC

settledtoleisurespaceincity,alsoincreasedresidencetime.The

immediate purpose of leisure-resting spaces is the intention of

visitingtoUECandtheindirectpurposeofleisure-restingspacesis

increasing the consumption from staying along and experiencing

enjoyment.Thesetwopurposesarethegoalofplanners.

Throughthesearchof3effectsofleisure-restingspaces,lotsof

usersconsiderleisure-resting spaceswhentheychooseUEC.This

meansleisure-restingspaceshaveeffectstoselectionmotiveatU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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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trend iscaused by realization thatpeopleconsiderUEC as

leisurespacewherecan enjoy cultureand restexceptforretail,

entertainment,anddinning.

Also,leisure-restingspaceshaveeffecttoincreasetheresidence

time.From theresultofsurvey,in3effects,theeffecttoincrease

residencetimeisthemosteffectiveone.And,theuserswhouse

leisure-restingspaceslongerhavetendencythatstaylongeratUEC

becauseofleisure-restingspaces.

Finally,depending on characters of site and leisure-resting

spaces,theeffecttoconsumptionisdifferent.Therearemanyusers

whospendalotofmoney becauseofleisure-resting spaces,but

there are also lots of users who spend money regardless of

leisure-restingspaces.

Inaddition,Peoplewhouseleisure-restingspacesaresatisfiedto

leisure-restingspacesinUEC.Thehighestreasonofsatisfactionis

supportingshopping.From thisresult,manyusersdon'trealizethe

leisure-restingspacesasgoal.However,therearenew trendsthat

many users satisfy to leisure-resting spaces because ofsuperior

design ofleisure-resting spaces and application as leisure space.

From these tendency,the public-culturalfacilities at UEC are

changingtocorefunction.

The meaning ofthis research is providing references about

leisure-restingspaceswhichuserswanttofutureUEC.Butthereare

somelimitationsthattherangeofthestudyistoodeterminatedand

therearen'tnodiscussionsaboutcharacteristicsof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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