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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업공간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공간을 이용
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를 공간에 투영함으로
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차별화된 공간으로 계획하는 움직임은 공간
의 브랜드화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개발, 기획하는 일련의 과정
의 전략도구인 플레이스 브랜딩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플레
이스 브랜딩을 적용한 상가의 브랜드화가 최근 공급되는 주상복합
저층부 상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플레이스 브랜딩을 통
해 조성된 공간계획과 그에 따른 효과로써 상점입점에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최근 주상복합 저
층부 상가 조성의 트렌드인 브랜드상가에 대해 조성과정부터 조성
후 공간계획 및 이를 이용하고 있는 상점주를 대상으로 공간계획
및 상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보면, 상권 조성단계에서 이를 시
행하는 시행사 및 건축사사무소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
터뷰를 통해 브랜드 상가 조성 시 고려하는 계획요소들과 기존 상
가와 차이점 등을 심층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조성된 공간을 현
장조사 및 도면분석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 조성 내용을 파악하였
으며 세 번째로 이러한 변화된 공간이 상권의 입점에 영향을 주는
지 파악하기 위해 상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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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얻은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브랜드상
가 계획 시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컨셉’ 이었으며, 컨셉에 부합
한 스토리텔링과 테넌트 구성, 프로그램 배치 등 일련의 과정이
‘컨셉’에 입각해 계획되고 있었다. 두 번째, 컨셉에 입각한 상권 환
경 조성에 있어 주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경관계획이었으며, 주로
색채, 외벽 재질 등 파사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세 번
째, 브랜드상권 공간 내부에 조성된 광장을 중심으로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 이를 통한 수익창출의 공간이 조성되고 있었으며 앵
커테넌트를 주로 광장 주변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또한, F&B 및
리테일, 생활서비스 업종이 상점구성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네 번
째, 이러한 공간계획의 변화는 상점주로 하여금 상점입점 의사결
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플레이스 브랜딩을 통
한 상권 활성화가 효과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브랜드 상권 조성 계획의 전체 과정을 심층적으로
실증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브랜드상권 조성
및 효과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브랜드상가, 주상복합, 공간의 브랜드화, 플레이스브랜딩,
상업시설, 상가의 브랜드화
학 번 : 2018-2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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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공간은 기본적인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특성을 담아내
는 가치창출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를 담아 고객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에 공간이라는 개념을 포함
하는 기업의 브랜드 전략이 증가하고 있다.(김운걸, 이정교; 2012). 또한,
브랜드는 우리에게 양질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오정아, 이현수; 2008) 이러한 공간의 브랜드화 현상
이 최근

1)주상복합

내 저층부 상가의 브랜드화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강남의 개발과 반포 대단지 아파트 시대를 열면서 주거 공
급을 위한 택지 개발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88올림픽 이후 서울의
지가 상승과 함께 정부는 도심 외곽으로 눈을 돌리며 수도권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89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신도시를 조
성하여 강남의 대규모 단지계획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다. 한
편, 서울 시내는 직주분리현상이 나타나고 한정된 토지에서의 택지난, 주
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밀의 주택 공급 수단의 개발 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도시형 아파트라는 것의 등장으로 상업지역에서 주거
와 상업의 허용 조건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한 것이 주상복합건축 개발의

1) 우리나라 현행법상 주상복합건축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2000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서 ‘주
거복합건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8년 8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거복합건물에 대해 ‘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라는 설명
을 부가하였다.(권용석, 2019)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주상복
합건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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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초였다.(김동현, 2019) 과거 주상복합건축은 ‘상업시설’보다는 ‘주거시
설’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공급되었고 이에, 상가의 공실이 증가하면서
상권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중반을 기점으로 용도용적
제를 통해 상업지역에서 주거위주의 개발을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제도에
따라 상업공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계획하여 더 많은 주거 공급을 위
한 상업공간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다.(김동현, 2019)
이 과정에서 각 상권은 다른 상권과 구별되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
기 시작하였으며 상권을 조성하는 시공사 및 시행사에서 주상복합건축
내 저층부 상가를 하나의 상권으로 직접 관리·운영(김하나, 2019)하는 브
랜드 상권이 등장하였다. 이는, 과거 건설사에서 아파트에 브랜드네임을
정하고 각 브랜드별로 공간의 특성을 달리하려 했던 것처럼 상가도 마찬
가지로 브랜드 네임을 정하고 특색을 달리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판매와
소비의 장소로만 생각해왔던 상업공간의 개념을 즐거움과 편안함의 편의
성, 그리고 상호작용 등의 영역으로 확장된 공간(김운걸, 이정교; 2012)
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상복합 상가의 브랜드를 형성함으로
써 사람들이 가보고 싶고, 보고 싶고, 전파하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도
록 하는 브랜드효과(홍성용, 김형우; 2011)가 나타나며, 단순히 주거기능
과 연계되어 거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상업기능으
로 전락했던 주상복합 상가가 주변지역의 구매력까지 흡수하여 건물 이
용자를 확대시킴으로써 활동주기와 건물 내 생동감과 다양성을 증대시키
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김종진, 2003)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장소가 가진 잠재력을 구체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브랜드화를 통해 차별화된 공간으로 개발, 기획하는 일련의 과
정의 전략적 도구인 플레이스 브랜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주상복합 저
층부 브랜드 상가의 공간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다
음과 같은 의문을 바탕으로 한다.
“브랜드 상가는 기존 상가와는 어떻게 다른 과정을 거쳐 개발이 되며,
그에 따른 공간 구성 계획 전략은 무엇인가. 이러한 공간 구성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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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상점 입점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

이를 위해 브랜드 상권의 조성 과정을 고찰하고 조성된 브랜드 상권
의 사례를 선정하여 플레이스 브랜딩에 따른 공간 구성 계획 특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일련의 공간 구성 계획이 상권 입점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기존에 공급되는 상가와 다른 유형의 플레이스 브
랜딩을 적용한 상업공간의 계획 과정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도심 내
공급되는 주상복합건축 저층부 상가의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인 주상복합건축은 토지이용계획 상
3)준주거지역에

2)일반상업지역

및

공급되며 일반적인 상업의 기능을 담당하거나, 상업의 기

능을 보완하고 있어 주요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상복
합건축은 서울시 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공급과 신도시 내 복합용
2)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장제15조)
3)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때(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장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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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통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복합용지가 계획되기 시작한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조성이 되고 있다.
제2기 신도시
판
교
브랜드형
상가조성
공급계획
총 합계
준공
공사중

동

동

탄

탄

1

2

김

아

인

파

옥

대

포

위

광

고

산

천

주

정

전

한

례

교

덕

탕

검

운

회

도

정

단

정

천

안

강

2

1

3

2

2

4

-

-

-

-

-

-

2

1

26

3

9

5

2

11

6

0

0

0

2
0

1
0

13
13

2
1

9
0

4
1

0
2

9
2

0
6

0
2

0
1

0
0

<표 1> 2기 신도시 내 주상복합건축 공급 및 브랜드상가 현황

이에,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2기 신도시 중 브랜드 상가 조성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저
층부에 조성된 일단의 상권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사
업시행 단계별 조성단계- 공간조성- 조성 후 입점으로 나누어 각 단계
별로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간을 기획하는 주체와 설계하는 주체,
이용하는 주체들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플레이스브랜딩을 통한 상
가조성의 효과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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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플레이스 브랜딩
1. 플레이스 브랜딩의 의미 및 조작적 정의
소비의 매커니즘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상품성을 대변하는 브랜
드는 우리에게 양질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수단으로 끊임
없이 발전해 왔다.(오정아 외, 2010) 공간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브랜드로 확대되
었고(김부미 외, 2018), 장소가 가진 잠재력을 구체화하고 정체성을 확립
하여 브랜드화를 통해 차별화된 공간으로 개발, 기획하는 일련의 과정의
전략적 도구인 플레이스 브랜딩(어정연, 2013)이 주목받게 되었다.
플레이스 브랜딩은 플레이스 마케팅에서 특정 장소의 매력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증가시킬

목적으로

도입(천의영,

2011)되었으며,

안홀트

(Anholt)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그의 저서4)에서 플레이스 브랜딩
(Place-branding)과 플레이스 마케팅(Place-marketing)과 구별된 점을
밝히고 있다.
공간에 대한 마케팅은 제품, 서비스 마케팅의 역사와 평행선을 이루며
브랜드 개념을 적용하여 공간마케팅을 하고자 노력해왔고, 코틀러(Kotler
et al; 1993)에 의해 그 개념이 발전되었다. 코틀러(Kotler)는 플레이스
마케팅에서 공간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플레이스 마
4) The question of place image is certainly touched upon and its importance
acknowledged in Kotler ’ s early work, but place marketing is still seen
fundamentally as a tool for selling the products and services and attractions
of the place more effectively, and not for tackling the overall image or
reputation of the place in any direct way. Anhol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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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에서의 공간은 공간 그 자체로서 주목을 받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제
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브랜딩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브랜드가 차별화되기 위한
작은 범위에서 다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도시 브랜딩과 같이 포괄적인 개
념으로 그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가
치를 향상시키고 다른 장소와 차별화시켜 지속성을 유지하는 의미를 지
니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플레이스 브랜딩에서 플레이스는 특정한 목적이 있고 중요성이 있는
공간으로써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의 인식, 경험과 같은 관념적인 차원까
지도 포함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부여하
고 인지하는 공간이다.(이은정, 윤은경; 2016) 특정장소의 플레이스 브랜
딩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그 장소의 독특한 가치들을 수요자들의 요구
에 적절하게 맞추면서도 그 가치들을 증대시키는 적극적인 이미지 구축
과정(Image building process)가 필수적이며, 이는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때 가능하다.(Aaker, 2003)
연구자마다 다양한 의미로 플레이스 브랜딩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자

정의
브랜드가 없거나, 브랜드화의 가능성을 지닌 공간을 계획하는

Oliveira

도구로써, 전통적인 공간 계획의 도구를 대신할 수 있으며,

(2014)

브랜드 제작이나 홍보마케팅 뿐만 아니라 공간 기획,
도시사회학, 경제지리학 등의 학제간의 통합적인 계획 도구
장소의 잠재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차별화된 장소에 대한

이은정,
윤은경(2016)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어 특별한 전시나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끊이없이 찾게 되는 곳으로 ‘살아있는 곳, 가치있는 곳,
지속적으로 찾고 싶은 곳’으로써 오랜 시간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머무르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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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부미,
권영재,
김주연(2018)

정의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들 중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
가치를 핵심가치로 설정해 그것을 다양한 요소로 구체화하고
상징화시켜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선호되는 곳으로 만드는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장동련,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이를 제공하는

전미연,

유·무형 요소들이 개인적 혹은 집합적 체험을 통해 공간의

권승경(2010)

총체적 감성(Sense of Place)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실내외 공간, 건축물, 단지, 지역, 도시, 국가 등 특정장소의

천의영(2011)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일련의 작업들을 통칭하는 것
<표 2> 플레이스 브랜딩의 정의

이와 같이 플레이스 브랜딩의 정의에 대한 논의의 공통점은 공간의
가치형성, 차별화, 인식에 남는 장소, 체험적 공간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플레이스 브랜딩을 ‘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차별화
된 공간으로 개발, 기획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하나의 이미
지를 정립하고 일관된 환경을 조성하는 공간계획전략으로 보았다. 플레
이스 브랜딩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물리적, 비물리적 공간으로 확장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플레이스 브랜딩이 적용되어 브랜드
네임을 가진 상권을 ‘브랜드 상권’으로 명명하였다.

2. 플레이스 브랜딩의 전략
플레이스 브랜딩의 전략에 대해 천의영(2011)은 브랜드 네임, 포지셔
닝, 통합 마케팅을 포괄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핵심 키워드 설정,
공간특화가이드라인 3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홍성용 외(2011)은 브랜드
접근(상징성, 인지도, 만족도), 브랜드 효과(물리적요소, 사회적요소), 브
랜드 이미지(도시설계요소, 건축계획적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오
정아 외(2010)은 브랜드 인식성 증진, 브랜드 친밀도 향상, 브랜드 충성
도 증진 3가지 전략으로 확고한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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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종합하면, 플레이스 브랜딩은 브랜드 이미지 및 아이덴티티
즉, 컨셉을 구체화하는 과정, 이를 공간으로 표현해내는 과정,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시켜나가는 운영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플레이스 브랜딩 전략을 크게 컨셉 계획, 공간계획, 운영상점구성계획
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며, 컨셉계획은 브랜드 이미지 및 아이덴티티
의 형성, 공간계획은 브랜딩 공간 설계, 운영상점구성계획은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나가는 운영과정을 의미한다.

<그림 2> 플레이스 브랜딩 전략

제 2 절 상업시설 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1. 주상복합 건축의 변화
도심 내 주거와 상업의 용도 혼합 건축은 과거 상가주택과 상가아파
트로써 존재해왔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67년 세운상가
를 시작으로 도심부에 다수의 상가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오늘날 주상복합
건축의 모태가 형성되었다.(강승현, 2009) 도심부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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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주상복합건축이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
년대 초 강남 도곡동에 건설된 타워팰리스는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
상복합아파트로 주거양식의 변화를 일으켰고, 저층부의 상업시설과 고층
부 주거시설을 공급하였다. 당시 공급된 주상복합의 경우, 환기와 통풍
등의 주거쾌적성의 문제와 주거·상업 동선의 분리 등 문제가 대두되며
공급이 줄어들었다. 최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심부 압축개발
및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업시설 내 주거가 다시 공급되기 시
작하고, 주상복합 주거시설을 판상형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주상복합
건축은 좋은 입지와 거주성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주상복합건
축 내 상업기능은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가로에 활력을 주는 요소
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종진, 2003) 또한, 최근 공급되는
주상복합건축은 저층부 상가의 브랜드를 형성함으로써 상업기능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2. 상업시설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 내 상업지역은 도시 활동의 중심이 되는 핵심 장소의 하나로
도시 속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소로 자
리매김하고 있으며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닌 문화공간으로서 장소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 복합 상업시설은 도시민을
집결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공공성 측면이 부
각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연계된 시설들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
라 주변 상권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
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김수미 외, 2011) 또한, 소비자들의 시간에
제약이 커지면서 쇼핑패턴의 효율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리테일러
(retailer)들은 이러한 트렌트를 파악하여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제공하
고 여러 점포들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쇼핑 편의성을 높였
다.(Dellart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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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컨셉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 센터(Life-style center)지향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마트인 이마트 창동점이 1997년 개점을 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대량구매와 다양한 상품, 충분한 재고의 생필품, 먹을거
리를 구매하는 새로운 쇼핑방식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1990-2000년대
초까지 성장률이 30%를 넘어설 정도로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대 중반을 기점으로 점포수의 변화와 정부의 규제강화,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의 성장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로 1세대 대형유통업, 백화
점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에 대형마트는 점포운영의 효율화를 꾀
하게 되었고 소규모 할인점과 아울렛(Outlet)이 2001년 이후 자리매김하
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9년 3월 개점한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백화
점 중심의 몰링(Malling; 쇼핑과 함께 엔터테인먼트와 외식, 여가활동 등
을 즐기는 소비형태)이 등장하였다. 공간이 아닌 시간을 파는 몰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표방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쇼핑몰, 오피스, 영화관,
컨벤션센터,

대형서점

등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복합쇼핑몰(Urban

Entertainment Center)이 본격적인 몰링 문화의 메카가 되었다. 최근에
는 유통대기업 디벨로퍼가 아닌 부동산 디벨로퍼가 개발을 주도한 상업
시설의 공실과 슬럼화에 따른 문제발생을 해결하고자 100% 임대형 스트
리트형 쇼핑몰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부동산랩, 2018) 이러한 소비시장
의 변화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할 지를
고민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 행위, 체험과 경험이 중요한 소비세대
가 등장(박혜린, 2019)하면서 공간의 컨셉과 삶의 모습을 반영한 라이프
스타일센터(Lifestyle Center)가 개발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2) 개발주체의 변화; 디벨로퍼(Developer)의 참여

디벨로퍼(developer)는 부동산개발업자를 뜻하는 말로 부동산을 판매
하여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주택,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광의의 부동산개발업자는 부동산 개발 이외에 부동산 중개,
컨설팅, 건설, 분양대행 및 임대관리업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시행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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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국내 디벨로퍼는 1970년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나, 1997년
금융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폐업을 하는 등의 외부적 환
경변화에 대응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2010년 이후 주거 및 업무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디벨로퍼들은 주상복합시설 내 상가로의 상업용부
동산 개발 진출하게 되었다. 이는 토지의 가치에 의해서 부동산적 가치
가 결정되는 종전의 부동산 개발방식과는 달리 개발컨셉, 공간구성전략,
테넌트유치전략 등 테마를 가진 컨셉형 공간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접근
함으로써 기존의 시설과는 다른 새로운 부동산개발방식을 확산시켰다.
(김승종 외, 2017)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고찰하였다. 첫 번째로 주
거복합시설 상가에 관한 연구의 경우 저층부 상업시설의 도시맥락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와 상업시설의 건축적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주거시설의 지원시설이 아닌 상업시설 자체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박형준(2006), 김동현(2019)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형준(2006)의 경우, 서울시 내 일반상업지역에 입지한 주상복합건축물
의 크게 건축 내 특성(건축특성, 주민특성), 건축 외 특성(입지특성, 주변
지역특성)으로 나누어 상업기능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고 상업기능의 위계는 공간위계, 지하철역 거리, 건축유형,
단위점포 평균면적, 주상복합 내 주거 평균평형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도심지역에 입지할수록 상업의 위계가 높아지
며, 주상복합의 기능이 업무중심일 경우 선매업종의 비율이 높고 주거중
심일 경우 편의업종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밝혔다. 김동현
(2019)의 경우, 주상복합 내 주거기능과 비주거기능의 용도비율에 따라
저층부 건축계획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도면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
다. 이를 통해, 서울시 내 재정비촉진지역 개발을 통한 경우 용도용적제
의 적용으로 상업면적을 계획한 반면, 신도시의 경우 주거공급을 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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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상업면적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높은 상업공간 배
치를 위해 점유율을 높이는 배치형태를 취하며 지금의 형태로 조성이 되
었음을 입증했다. 또한, 상가의 공실문제 등으로 상업면적을 줄이고자 하
는 것을 도면분석과 용도비율분석을 통해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도
적 허점을 파고들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두 번째로 주상복합상가의 건축적 특징에 관한 연구의 경우, 입지에
따른 특성과 상가 시설 내부 파사드, 출입구 등 건축적 요소에 집중하여
분석을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종진(2003)의 경우, 주상복합건축의
상업기능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주상복합단지의 특징을 조사하고 국내 사례를
선정하여 주상복합건축의 주변 가로와의 관계, 저층부 구성, 시설수용의
특성으로 나누어 가로와의 관계성 증진을 위해 보행데크, 스카이워크, 지
하보도 등과 같은 접근로 조성과 각 기능의 수평·수직적 동선분리를 효
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저층부의 경우 선형의 상업가
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가로의 연속성에 대응하는 형태, 시설수용의 경
우 상업기능 자체의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수요 창출형 개발과 지역
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을 주장하였다. 노연수(2007)의
경우, 주상복합 상가시설의 단순한 상업적 목적뿐만이 아닌 주상복합단
지의 단절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용자 입장
에 따라 상사시설에 대한 인식의 다름에서 계획의 차이가 발생함을 연구
하였다. 이용자와 거주자 측면에서 상가시설계획(동선계획, 업종계획), 업
종배치계획, 실내계획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적절한 동선의 분리와 성격
별 업종배치, 실내계획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로 공간의 브랜드화에 관련한 연구에서 국외의 경우, 공간의
브랜드화 즉, 플레이스 브랜딩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논의에 대한 연구
가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마케팅 관점과 브랜딩 관점에서 이를 정의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의 담론을 정리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국
내의 경우, 플레이스 브랜딩의 개념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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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어정연
(2013)과 김부미 외(2018)의 경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플레이스 브랜
딩으로 대변되는 특징을 도출하고 해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어정연
(2013)은 플레이스브랜딩을 평가함에 있어 장소가 핵심적인 대상지 되지
못하고 외적인 요소로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을 비판하며, 플레이스 브랜
딩을 평가하는 진단구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플레이스의 개념과
플레이스 브랜딩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자, 공간, 시간의 측면에서
세부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크게 주체의 행위 상태, 객체 상태에 대해 세
부 평가항목을 정리하였다. 김부미 외(2018)은 역사적 공간 및 장소성을
간직한 공간을 플레이스 브랜딩이라는 전략도구를 활용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해서 플레이스 브랜딩의 요소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플레이스 브랜딩 가치를 물리적 요소와 비 물리적 요소
로 나누어 가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플레이스 브랜딩
을 통해 공간의 활성화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략도구로써의 가능
성을 확인하고 제시하였다.

- 13 -

연구자

년도

내용

김종진

2003

저층부구성, 시설수용 3가지 측면으로 상업기능의

방법

서울시 내 주상복합건축의 가로와의 관계성,
사례분석

역할에 대해 계획적, 물리적요소로 분석
주상
복합
상가

박성민

2006

상업
기능

서울시 타운형 주상복합단지의 형태 유형에 따라
가로와 상업시설과의 이용관계 분석

사례분석

수도권 내 주상복합건축의 개발방식/ 제도적
김동현

2019

허점이용/ 주거상업 용도비율/ 단면 / 상부

FGI,

주동형태 분석을 통한 저층부 상업공간의 비율

사례분석

감소 현상을 밝힘
주상복합단지의 건축 내 특성(주민특성,
주상

박형준

2006

복합

사례분석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상가
건축적
특징

주상복합특성)/ 건축 외 특성(입지별 특성,
주변지역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상업기능에

주상복합단지의 상가의 건축적 특성(출입구계획,
노연수

2007

파사드계획, 재료계획, 색채계획)을 중심으로 형태,

사례분석

유형분석

플레이스
브랜딩

공간계획의 도구로써 플레이스 브랜딩의 가능성에

Eduardo

2015

Mihalis

2013

이경화 외

2013

어정연

2013

플레이스 브랜딩의 구체적인 평가항목 지표를 도출

이은정 외

2016

플레이스 브랜딩의 정의 및 유형을 분류

양지윤 외

2017

대한 담론을 고찰·정리
플레이스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
내용을 정리함
공간브랜딩의 정체성, 포지셔닝, 브랜드이미지
3가지를 브랜딩의 평가항목으로 도출

플레이스 브랜딩의 이미지 형성과정과 그 과정 중
건축적인 요소가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일부 영향을 끼침을 밝힘

홍성용 외

2011

담론연구

담론연구

사례분석

FGI,
사례분석
사례분석

문헌고찰
사례분석

공간 마케팅에 의한 저층부의 건축,가로적 특징을

설문조사

분석

사례분석

<표 3>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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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차별성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주상복합건축의 내부 상업과 주거의 용
도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각 용도의 비율 변화, 혹은 각 개별 단지의 건
축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상권 자체의 개발 및 트렌드
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플레이스브랜딩에 관
한 연구의 경우 플레이스브랜딩 전략을 활용하여 공간의 가치를 제고하
고자한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대부분 플레이스브랜딩에 관한 담론의 정리를 통한 정의에 관한 연구와
이를 정성적인 가치평가요소 도출 및 해외사례 적용을 통한 특징 도출에
그치고 있다.
도시 상업공간은 이용자 즉, 소비자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여 변화하는 공간으로 사회변화의 흐름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새롭게 변화하는 주상복합 저층부 상가의 브랜드화과
정은 기존의 상권이 조성되고 공급되면 종료되는 과정과는 달리 관리·운
영단계를 포함하고 있고 하나의 상권개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
점에서 전반적인 개발과정 및 개발 후 조성된 공간에 대해 이해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한 브랜드 상권의 전
반적인 개발 과정 고찰과 공간의 브랜드화인 플레이스브랜딩 관점에서
계획 방식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개발방식의 변화로 인한 물리적 공간
특징이 상권 입점에 영향관계가 있는지 이는 기존 상권과는 어떻게 다른
지는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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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지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주상복합건축의 서울시 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공급과 2기 신도시 내 복합용지를 통한 공급 중 2기 신도시 내 복합용지
를 통한 공급이 더 활발한 점을 고려하여 2기 신도시를 대상범위로 설정
하고 현황을 조사하였다.
총 12개의 2기 신도시 내 공급된 상권 중 브랜드네임을 가진 상권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판교신도시 내 2곳, 동탄1 신도시 내 1곳, 동탄2
신도시 내 3곳, 김포한강신도시 내 2곳, 위례신도시 내 2곳, 광교신도시
내 4곳이 브랜드 네임 상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부
상권의 경우, 브랜드 네임이 있으나 시행사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고 이에, 실제 시행사에서 관리·
운영까지 하고 있는 4곳을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사례대상지인 판교, 광교신도시 내 브랜드 상권은 복합용지를 통해 공
급되었으며, 위례신도시의 경우 준주거용지를 통해 공급이 되었다. 각 상
권은 크게 네오밸류와 아브뉴프랑 시행사에서 주도적으로 공급하여 관
리·운영하고 있었음을 조사하였다.

상권 명

시행사

위치

조성시기

아브뉴프랑 판교

아브뉴프랑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77번길 25 (판교신도시)

2013

앨리웨이 위례

네오밸류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30 (위례신도시)

2016

아브뉴프랑 광교

아브뉴프랑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85 (광교신도시)

2015

앨리웨이 광교

네오밸류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80 (광교신도시)

2019

<표 4> 연구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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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그림 3> 사례대상지 위치
(출처: 다음카카오 지도)

제 2 절 선행연구 분석의 틀
연구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개별 상권의 공간이 물
리적으로 조성되기 전 기획(계획)단계에서 전반적인 과정 고찰을 통해
사업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성된 개별 상권의 내부 공간을
컨셉계획, 공간계획, 운영상점구성계획으로 나누어 계획의 특징을 도출한
다. 세 번째, 공간적인 구성요소 및 브랜드 상권의 등장의 궁극적인 목적
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상점입점에 영향관계가 있는지
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사업과정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관련 상업용 부동산 및 주상
복합 상가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를 통해 기존의 공급 상가와 비교하여 현재 공급되는 브랜드상권의 등장
배경 및 차별점을 파악한다.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플레이스브랜딩 평가
지표를 추출하고 이를 카테고리화하여 컨셉계획, 공간계획, 운영상점구성
계획으로 구분하고 이를 도면과 현장조사를 통해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종합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브랜드상권의 특징이 상점 입점에
영향을 주는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을 하는 것을 최종
단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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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 진행방법

제 3 절 플레이스 브랜딩 요소 도출
플레이스브랜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선행연구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플레이스 브랜딩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을 위해 상점활성화 지표를 인용하여 세부 지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에, 플레이스 브랜딩의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설정한 어정연(2013), 박소
영 외(2015)의 연구와 상권활성화 지표를 설정한 홍성용 외(2011), 김수
미 외(2011), 전강호 외(2014)의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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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선행연구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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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의 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단계별로 분석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재구성
한 분석의 틀은 <표6>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각 상권 별 컨셉계획, 공
간계획, 운영상점구성계획 3가지 관점에서 각 상권의 공간 계획을 살펴
보고자 한다.

구분

디자인

상점
구성

세부 내용

계획요소
브랜드
컨셉

프로그램

건물전면

컨셉 구체성

상권의 컨셉 및 상권경관계획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

이벤트 개최여부

상권 내 이벤트 개최여부

기능조닝

층별, 업종 별 배치내용

업종

입점 상점의 업종

비율

업종 별 구성 비율

앵커테넌트

앵커테넌트 구성 및 입지

파사드 개방성

상점 인도변 파사드 구성

조명패턴

옥외간판 및 인도 조명 구성

옥외영업공간

임시점유시설 설치 여부

출입구 접근성

주출입구 위치

랜드마크

상권 내 랜드마크

공간

상점간격

상점 간의 간격

계획

가로시설물

의자 및 공공 시설물

오픈스페이스

광장, 공개 공지를 포함한 모든 공지

가로동선

보행 동선

차량동선

차량 출입동선

가로공간

지면 재질

바닥 포장

가로수/조경

가로수 간격, 화분, 식재 폭, 공공조형물 등 식재 공간

인도폭

-

<표 6>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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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간 계획 특성 분석

제 1 절 대상지 개요
앞서 2기 신도시 내 브랜드 네임을 가진 상권의 현황조사 및 현장조
사를 통해 시행사에서 상권 조성 이후 관리·운영단계까지 참여하고 있는
4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각 상권은 판교 아브뉴프랑, 광교 아브뉴프랑,
광교 앨리웨이, 위례 앨리웨이로 2006년 판교 아브뉴프랑을 시작으로 브
브랜드상권이 새로운 지점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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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브뉴프랑 판교
아브뉴프랑 호반건설에서 공급하는 써밋플레이스아파트 저층부에 위
치한 상권으로 2006년 판교 아브뉴프랑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이는 건설
사에서 직접 상가를 운영하기 시작한 첫 사례이다. 양쪽으로 늘어선 테
라스형 카페, 식음시설이 입점해있으며, 유러피안 스트리트몰의 컨셉으로
조성되었다.

<그림 5> 아브뉴프랑 판교

건축물
특성

상가

주변
시설

(출처: 아브뉴프랑 홈페이지)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77번길 25
2012. 12. 27
2013. 04. 26
14,741.3㎡
8,788.02㎡
70,518.76㎡
9,602.82㎡
299.94% / 59.61%
근린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호반베르디움
아브뉴프랑
책임임차(100% 임대방식)
유러피안 스트리트몰
F&B, Retail, Fashion&Beauty
B1F: 3개소,

위치
사용승인일
개점시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판매시설면적
용적률/건폐율
용도지역
건설사
시행사
운영방식
컨셉
MD구성
층별 상점수

1F: 36개소 / 공실: 3개소,

(총 70개소)

2F: 26개소 / 공실: 1개소,

지하철역
주변대형 상업시설

3F: 1개소
판교테크노밸리(신분당선), 판교역(경강선)
알파돔시티, 월드스퀘어판교,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오피스 시설

판교테크노밸리

배후주거
거주인구

공동주택
공동주택 178세대

<표 7>

아브뉴프랑 판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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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앨리웨이 위례
앨리웨이는 네오밸류에서 공급하는 상업시설의 브랜드로, 위례 아이파
크 저층부 상권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위례의 상업지역은 도입 예정인
트램 노선을 따라 긴 스트리트몰 형태로 상권이 구성되어있다.

<그림 6> 앨리웨이 위례
(출처: 네오밸류 홈페이지)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30
2016. 05. 27
-

위치
사용승인일
개점시기

건축물
특성

상가

주변
시설

대지면적

24,109㎡

건축면적

8,950.99㎡

연면적

116,553.04㎡

판매시설면적
용적률/건폐율

12,766㎡
299.96% / 37.12%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건설사
시행사
운영방식
컨셉
MD구성
층별 상점수

현대산업개발
네오밸류
임대, 분양
라이프스타일 데일리 마켓
F&B, Service, Retail, Fashion&Beauty
1층: 19개소 / 공실: 44개소

(총 96실)
지하철역
주변대형 상업시설
오피스 시설
배후주거
거주인구

2층: 8개소 / 공실: 21개소
위례트램선(예정)
위례 트랜짓몰
공동주택
공동주택 495세대

<표 8> 앨리웨이 위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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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브뉴프랑 광교
아브뉴프랑 호반건설에서 공급하는 써밋플레이스아파트 저층부에 위
치한 상권으로 광교 아브뉴프랑은 2번째로 조성된 상권이다. 수원시 영
통구 이의동 1332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 그대로를 느끼는 탁 트인 거
리에서 천천히 산책하듯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파리지앵 Lifestyle을 표
방한 파리의 낭만적인 골목길 컨셉으로 조성되었다.

<그림 7> 아브뉴프랑 광교
(출처: 아브뉴프랑 홈페이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2
2015. 02. 26
2015. 05
38,562.7㎡
23,123㎡
219,167㎡
45,556.3㎡
280% / 59.96%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호반베르디움
아브뉴프랑
책임임차 (100% 아브뉴프랑 직영운영)
프랑스의 거리
F&B, Retail, Fashion&Beauty
B1F: 10개소 / 공실: 1개소,

위치
사용승인일
개점시기

건축물
특성

상가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판매시설면적
용적률/건폐율
용도지역
건설사
시행사
운영방식
컨셉
MD구성
층별 상점수

1F: 50개소 / 공실: 10개소,

(총 122실)

주변
시설

지하철역
주변대형 상업시설
오피스 시설
배후주거
거주인구

<표 9>

2F: 31개소 / 공실: 7개소
광교중앙역(신분당선)
앨리웨이 광교, 갤러리아백화점 등
경기도청 신청사, 광교 테크노밸리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 508세대/ 오피스텔 340세대

아브뉴프랑 광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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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앨리웨이 광교
앨리웨이광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급하는 아이파크 저층부에 위치
하였으며, 우리동네문화골목을 표방하며 동네골목을 컨셉으로 조성되었
다. 전문 디벨로퍼업체인 (주)네오밸류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마다
품고 있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따라 색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8> 앨리웨이 광교
(출처: 앨리웨이 홈페이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93
2018. 09. 28
2019. 05
46,561.9㎡
23,766.7㎡
258,727.2㎡
38,546㎡
369.72% / 51.04%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현대산업개발
네오밸류
책임임차 (100% 네오밸류 직영운영)
Lifestyle Village
F&B, Retail, Culture, Service
1F: 18개소 / 공실: 2개소

위치
사용승인일
개점시기

건축물
특성

상가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판매시설면적
용적률/건폐율
용도지역
건설사
시행사
운영방식
컨셉
MD구성
층별 상점수

2F: 12개소 / 공실: 7개소

(총 47실)

주변
시설

지하철역
주변대형 상업시설
오피스 시설
배후주거
거주인구

<표 10>

3F: 4개소 / 공실: 4개소
광교호수공원역(신수원선 예정)
아브뉴프랑광교, 갤러리아백화점 등
경기도청 신청사, 광교 테크노밸리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 958세대, 오피스텔 282세대

앨리웨이 광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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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조성 단계 분석
1. 인터뷰 대상
주상복합 저층부 상가의 조성공간을 분석하기에 앞서 상권의 전반적
인 개발 배경 및 개발 과정의 참여 주체와 공간구성을 위한 전략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자산시행사 S사의 전문가 A씨, 부동산 개발 및 종
합 시행사 S사에 재직중인 전문가 B씨, 주상복합건축 설계를 다수 진행
한 건축사 C씨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 인터뷰는 1:1방식으로 진행되
었으며, 각 부동산 전문가에게 동일한 질문과 건축사에게 주로 건축설계
과정에서 일반상가와 브랜드상가의 설계의 차이점 등에 관한 인터뷰질문
을 질의하였으며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전문가 인터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컨셉계획, 공간계획, 입점상점구성계획
3가지 측면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
1. 시장분석-개발-설계/건축-관리/운영의 과정으로 일련의 과정을 나누었을
일반 사항

때, 시행사(관리/운영사)는 어느단계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어느
정도의 권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가?

입점상점
구성계획

2. 개발/기획단계에서, 브랜드상권에 입점 상점의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가?
3. 입점 선정기준이 따로 있다면, 어떠한 점을 주요하게 고려하는가?
4. 입점 상점이 상권의 컨셉에 부합하지 않으면 입점을 제한하는가?
5. 설계/건축시, 상권의 평면 계획에 참여하는가?.

공간계획

6. 참여한다면 평면구성 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는 건축적 요소들은

컨셉계획

7. 상권의 컨셉을 표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파사드, 내부 프로그램 등)

무엇인가? (D/H비, 공공 공간, 조경, 외부마감 등)
8. 시설/관리 운영에 있어 관리비(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상점의
운영·관리

입점위치, 크기 등)
9. 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표 11> 부동산개발 전문가 인터뷰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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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
1. 주상복합 저층부 상가 중 브랜드상권의 개발 과정에서 공간계획 시
시행사가 주요하게 요구하는 공간계획 요소가 있는가
2. 시행사가 지정한 상환경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설계과정에서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는가
공간계획

3. 건축설계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경관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4. 평면구성 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는 건축적 요소는 무엇인가(D/H비,
공공공간, 조경, 외부마감 등)
5. 일반상가 설계와 브랜드상가 설계 시 차이가 있는가
6. 일반상가 설계시 고려하는 공간요소와 브랜드상가 설계 시 공간구성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표 12> 건축사 인터뷰 질문 내용

이러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주상복합의 일반적인 개발은 시행사가 중심이 되어 건설사 혹은
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움을 통해 진행이 되었고, 시행사는 주상복합이
준공된 후 개별 상가를 임차인에게 분양한 후 사업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시장경제의 변화로 단순히 상가를 준공
하는 것으로는 개별 상권의 분양 및 지속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주상복합 건축물 전체의 건축물가치를 하
락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에, 최근 네오밸류와 같이 시행사
에서 직접 관리·운영단계까지 관여하거나 아브뉴프랑과 같이 건설사에서
시행사를 출자하여 직접 관리·운영단계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 시행사는 각 상권을 4 ~ 5년 정도 관리·운영하며 상권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상권가치향상(Value-add)차원에서 일
련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전체 사업시행과정은 시장조사 – 개발계획 – 건축/설계 – 관리운
영 단계로 일반화할 수 있으며, 시행사는 프로젝트매니저(PM)로서 전반
적인 과정에 의사결정권자로서 참여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시행사가 취
하는 관점은 ‘수익성’이며, 이를 기반으로 각 단계별로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그 중, 개발계획 단계에서는 각 층별 유치 업종에 대한 개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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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향을 설정하며, 임대운영 전략 수립과 임차대행사를 선정하여 협업
을 통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개발 컨셉과 맞는 구체적인 테넌트 구성
기준을 수립한다.
테넌트(Tenant)를 구성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1. 집객력 2.
매출액으로 각 앵커테넌트(Anchor Tenant)가 집객력이 높아 인구유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혹은 집객력은 낮으나 매출액이 높아 관리비/임대비
를 납부할 수 있는가 여부를 통해 앵커테넌트 업종을 구성한다. 특히, 과
거에는 상권이 조성되기만 해도 전 매장이 계약되어 공실의 문제 및 상
권 침체의 문제 발생이 적었다면,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공급
이 수요보다 많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각 테넌트들이 독자적인 출점매니
지먼트를 통해 상권 입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유치하고자 하는 테넌트의 입점 요구사항이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건축·설계 단계에서 직접적인 공간설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설사 혹
은 건축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진행하며, 시행사에서는 완성된 도면을 1.
모듈가능성 2. 전용면적의 극대화의 관점에서 확인한다. 공간 설계에 있
어 주요하게 작동하는 부분은 앵커테넌트(Anchor Tenant)의 선호 입지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앵커테넌트가 입점하여야 그 뒤를 이어 서브테
넌트(Sub-Tenant)들이 입점하는 시장구조 상 시행사는 입점을 희망하는
앵커테넌트에게 먼저 공간 구성의 확인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반
영한 공간으로 설계를 진행한다. 즉, 건설사/건축사사무소 – 시행사 –
앵커테넌트 사이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형성되어 긴밀한 관계를 맺
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플레이스 브랜딩을 통한 공간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각 상권이 차별
화된 컨셉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공간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
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컨셉을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1. 상권의 전체적인 환경(상환경) 2. 네이밍(Naming) 3. 프로그
램(Program) 이다. 3가지 방식 중 택하여 컨셉을 표현하며, 주로 상환경
과 네이밍을 통해 컨셉이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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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인 주상복합 저층부 브랜드 상가의 경우에도 각자 ‘아
브뉴프랑’ 혹은 ‘앨리웨이’ 등 개별적인 네이밍과 함께 독자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정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있었다.
특히, 건축설계 단계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건축적 요소는 상가 컨셉
에 부합한 공개공지 구성과 용적률 인센티브확보였다. 주상복합건축의
경우, 대규모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각 대지 별 도시계획법에 지정된 공개공지
등의 계획기준을 수립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개발주체)가 서로의 에
맞는 개발방향을 협의한다. 관리·운영단계에서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책정하는 기준은 접근성, 가시성, 층수,
개별 호실 규모, 전용률, 주차대수, 설비의 유무, 앵커테넌트의 인접도이
며, 브랜드 상권의 경우, 자체적인 홍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
리비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주상복합 저층부 상권의 공간을 구성할 때 주로, 시행사의 관점
에서는 법적 규제는 최소한의 것만을 준수하고 이 외의 일련의 활동은
수익성에 직결되게 계획하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도시 내 상업공간의
공공 공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 등 협력이 긴
밀해질 필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부동산개발 시행사에 재직 중인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상복합
건축의 설계과정에서 시행사는 주로 공간계획을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사
에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공간계획에 관한 내용을 자
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에 재직 중인 건축사와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
을 수집하였다.
국내의 대부분의 상업공간은 분양을 위한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깊
이 있는 전략이 부족하며, 분양과 운영방식에 따라 그 전략과 접근 자체
가 완전히 다르게 계획된다. 이는 한국의 시장변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투자 수익에 대한 회수 예측 역시 어렵기 때문이며, 관리운영방
식은 자금 순환 사이클이 길고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에 프로젝트 종료로

- 29 -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투자금 회수의 기간이 늦어지는 등 부담이 증가
하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분양 중심의 전략을 포기하지 못한다.
또한, 고도로 집중화된 도시 특성과 온라인 택배의 발달 역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쇠퇴를 촉진하고 있는 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발이 되는 현재의 상업용 부동산은 각 상권을 활성화하고
자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주상복합 저층부 상가의 조성과정에서 시행사는 상환경에 대한 디자
인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일관된 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하지만, 이는 사이니지(Signage)정도이며 공간계획적인 요구
가 크게 있지는 않은 것을 파악하였다. 다양한 상가 개발과 분양률 저조
등을 겪은 후에 최근에는 시각적 특화를 중심으로 인테리어적인 입면 디
자인이 요구되고 있지만 공간 내부에 대한 계획은 분양가에서 전용율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공간계획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사
항이 많지 않았다.
상권 전체의 경관적인 요소에 대한 전략의 부재로 유사한 입면의 사
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 고유한 브랜딩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권의 고유성보다는 이미테이션(Imitation)처럼 유
사 이미지 전략을 통해 상권 입면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건축적인 요소에 대해서 입면과 높이는 가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행의 시각적 개방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과
정에서 스토리텔링과 같은 브랜딩전략이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며,
넓고 큰 보행로를 조성하거나 좁은 골목길을 조성하는 등의 내부가로 계
획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 역시 철저한 브랜딩 전략에 입각하여 구성되어
야 하고 모든 요소들이 스토리텔링의 근거가 있어야한다는 점을 파악하
였다. 최근에는 인간 공학적인 데이터와 흥미유발 포인트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하나의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일반상가와 브랜드상가의 설계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상가의 경우
규모가 작고 분양수익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은 2000년
대 이후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경우가 많았다. 브랜드 상가의 경우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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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브랜딩 전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며 상가의 브랜딩 전략
은 개념, 고유성, 차별화, 목표중심적인 전략에 의해 이를 동선 및 평면
구성에 반영을 하고 있었다. 일반상가를 설계할 때보다 브랜드상가를 설
계할 때 흥미유발 포인트의 적절한 배치와 구성이 크게 작동하고 있었는
데 이는 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마케팅요소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었다. 격화되는 시장 구조 속에서 일반 상가 역시 흥미유발 포인트로
전용공간 외 공유공간에도 배치, 구성하는 점이 필요해보이며, 외부 공간
역시 흥미유발 포인트의 다양한 구성은 일반상가가 필연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장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소결
약 1개월 간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에 속한 전문가 2인과 건축사 1인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기존의 주상복합건축 개발은 시행사를 주축으로 건축사사무소 및 건
설사 등의 일련의 과정 주체들의 컨소시움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
으며, 건물의 준공 이후 분양과정을 통해 하나의 프로젝트가 일단락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 상가의 미분양과 주상복합건축 전체적인 건축물
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상가조성단계에서 브랜딩 전략을 구사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으며 브랜딩 전략을 통한 공간 구성 뿐만 아니라 관리·운
영단계까지 시행사에서 관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의 시행과정은 크게 시장조사 – 개발계획수립 – 건축/설계 –
관리·운영

단계로

일반화할

수

있으며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PM(Project Manager)으로써 시행사는 “수익성”관점으로 각 단계를 평가
하고 결정하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사익을 추구하는 시행사 관점에
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된다.
컨셉 계획에서 일반상가와 비교하여 브랜딩 전략이 적용된 일단의 브
랜드 상가 조성에 상권의 컨셉과 부합하는 일관된 분위기의 상가환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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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환경조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상권 전체의 컨셉을 표현
하는 주요방식으로 입간판의 크기, 위치, 색채 등 입면에 대한 내용이 주
를 이루었다. 특히, 단순히 상권의 공간 입면 계획 등에만 그치치 않고
상권의 컨셉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권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자 하는 테넌트의 경우 입점을 제한하는 등 상권 공간 브랜드컨셉을 유
지하는 것을 더 주요하게 여기는 점은 기존에 분양위주의 상가 개발에서
는 보지 못했던 달리진 점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점 상점 계획에서 앵커테넌트(Anchor Tenant)의 입점 유치를 위해
건축 설계 및 상점 배치 단계에서 테넌트 의견을 듣는 테넌트 사운딩
(Tenant Sounding)을 통해 우선적으로 입점하고자 하는 상점의 위치 및
디자인 등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행사 – 테넌트 – 건설사/건축
사사무소의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앵커테
넌트의 입점을 확정지은 후 이를 기준으로 서브테넌트(Sub-Tenant)의
입점을 유치하고 있었다. 특히, 상권 내 균질한 상점 구성을 위하여 업종
의 제한을 두거나 업종별 상점의 개수를 제한을 두는 것을 파악할 수 있
었다.
공간 계획에서는 시행사는 건설사 혹은 건축사사무소에 위임하여 계
획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모듈화가능성과 전용면적 극대화 등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고 유연하게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설계에 대한
관점에서 각 설계안을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각 상권별 디자인가이드라
인이 지정되어있다고는 하나 아직 보편화되어있지 않으며 건축사사무소
혹은 건설사에서 브랜드상가를 설계를 진행할 때 경관, 외관적인 요소에
집중되어 요구사항이 있을 뿐 내부공간에 대한 공간감 등은 고려요소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전용률을 높여 수익창출에 집중하고자 하는 측
면에서 공간감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계획요소는 유지관리 및 시공단가
를 높이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일반상가와 비교했을 때 브랜드상가의 공간은 철저한 브랜딩 전략에
입각하여 공간을 구성해야하며, 근거 있는 스토리텔링과 이용자의 흥미
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함께 접목되어 총체적인 공간에 대한 계획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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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었다.

제 3 절 공간계획 특성 분석
인터뷰를 통하여 조성단계에서 공간계획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브랜드상가 계획 시 플레이스 브랜딩을 전략으로 적용하여 각 상권별로
통일감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경관설계를 통해 실현
하고 있었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간 내
부의 계획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공간계획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1. 공간계획 개요
각 조성된 상권의 내부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3장의 선
행연구 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분석의 틀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간
계획을 살피기 위해 약 3개월간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도면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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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공간

건물전면

프로그램

브랜드컨셉

다이닝, 디저트/카페
패션/
리테일
음식
카페
뷰티
서비스
28%
16%
16%
40%

리테일/서비스
패션/
리테일
음식
카페
뷰티
서비스
53%
16%
18%
13%
스타벅스 리저브, 커피빈,

상점별 개별 출입구 가로변
설치

상점별 개별 출입구 내/외부
가로에 모두 설치

파사드개방성
조명패턴
옥외영업공간

오픈스페이스
보행동선
차량동선
지면재질
가로수/조경
인도폭

가로시설물

랜드마크
상점간격

출입구접근성

전면유리
상가조명
X

아티제, 서가앤쿡 등
전면유리
상가조명
X

상점 변 휴게시설 배치

중앙광장 내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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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공간 구성 개요

트랜짓몰 중앙광장 이용
트랜짓몰 가로변
보행통로를 관통하지 않음
벽돌 재질
상권 외부 및 내부 가로 조성
6m

트랜짓몰 중앙 녹지 내 벤치,

휴게시설(벤치),

상권 중앙광장 조성
상점 내부, 중심가로변
보행통로를 관통하지 않음
벽돌 재질
상권 외부에 조성
5m

X
일정간격 상점배치

X
일정간격 상점배치

책발전소, 커피빈

빕스, 계절밥상, 올리브영,

스타벅스, 밀도,

라이프 스타일 마켓
보통
X
동네마켓, 라이프 스타일,

유러피안 스트릿몰
높음
O
음식, 카페. 패션/뷰티,

앨리웨이 위례

앵커테넌트

비율

업종

기능

컨셉구체화
인지도
이벤트개최여부

아브뉴프랑 판교

휴게시설(벤치&테이블) 배치
가로변광장 조성
상점 내부
보행통로 관통
벽돌 재질
상권 외부에 조성
8m

배치
상권 중앙광장 조성
상점 외부, 내부
보행통로를 관통하지 않음
인조석
상권 외부에 조성
20m

접하여 주출입구 설정
중앙광장 내 전시물
일정간격 상점배치

가로 설치, 주로 내부가로에

도산분식, 식물원, 책발전소
전면유리
간접조명
O
상점별 개별 출입구 내/외부

아우어베이커리, 밀도,

문화예술, 키즈플레이스
패션/
리테일
음식
카페
뷰티
서비스
34%
18%
20%
27%
세상의 모든 아침,

우리동네 골목길
높음
O
동네마켓, 라이프 스타일,

앨리웨이 광교

중앙광장 내 키즈놀이시설

X
일정간격 상점배치
휴게시설(벤치&테이블),

가로에 모두 설치

상점별 개별 출입구 내/외부

다이소, 까사미아
전면유리
상가 조명
X

버거킹, 올리브영, 롯데마트,

리테일/ 서비스
패션/
리테일
음식
카페
뷰티
서비스
42%
16%
18%
25%
스타벅스, 토끼정, 커피빈,

프랑스의 거리
높음
O
음식, 카페, 패션/뷰티,

아브뉴프랑 광교

2. 세부 공간 계획 분석
1) 아브뉴프랑 판교
➀ 컨셉계획

아브뉴프랑 판교는 유러피안 스트릿몰 컨셉으로 두 건축물의 매스가
분리된 사이의 길을 상권의 중심가로로 형성하였다. 상권 중심가로 양
측면으로 벽돌마감이 된 가로 경관을 형성하였으며, 일정한 간판 계획
및 입간판 설치 구역의 제한으로 복잡하지 않은 정돈된 상권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주로 벽돌색 및 검정색을 활용하여 형성되는 분위
기의 효과로 사료된다.

<그림 9> 아브뉴프랑 판교 상권 중심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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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입점상점구성 계획

<그림 10> 아브뉴프랑 판교 1층 상점 구성도

<그림 11> 아브뉴프랑 판교 2층 상점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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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의 경우,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F&B(Food & Beverage) 및 리테일
업종이 주요하게 입점하여 있었으며,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및 커피빈,
아티제 등 앵커테넌트가 입점해있었다.
상점 업종 구성은 음식 및 카페 매장이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었
으며 패션/뷰티 18%, 리테일 서비스 13%로 연접한 판교 테크노밸리의
종사자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➂ 공간 계획

<그림 12> 아브뉴프랑 판교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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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아브뉴프랑 판교 2층 평면도

건축물의 경우, 앵커테넌트는 중앙광장 및 상권 유입 시작점에 위치하
고 있으며, 2층에 주요 앵커테넌트를 입점시킴으로써 1층뿐만 아니라 2
층도 이용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었다. 특히, 연접한 대로와
상권 중심가로를 따라 전면 유리 파사드를 통해 개방감 있는 공간 분위
기를 연출하였다. 상가 내부공간도 외부와 동일한 마감재질을 활용하여
일관된 공간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림 14> 내부 및 2층 외부 통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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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공간의 경우, 상권 남북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상권의 시작을 이용
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량 진출입 동선과 보행 동선이 분리
하어 상권 이용의 불편함 및 보행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중앙광장을 조
성하고 휴게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15> 중앙광장 및 2층 휴게공간

2) 앨리웨이 위례
➀ 컨셉계획

라이프 스타일 마켓을 컨셉으로 위례의 트램선 예정 노선을 따라 상
점 중심 가로를 형성하였다. 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관된 상환경을
조성하여, 정돈된 분위기의 상업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➁ 입점상점구성 계획

앨리웨이 위례의 경우, 현재 위례 트램선이 완공되지 않아 교통의 불
편으로 상점의 입점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연접한 비브랜드상
권에 더 많은 상점이 입점해있었다. 상점은 주로 음식 및 카페가 44%,
리테일, 서비스 업종 4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배후 주거시설을 주요
이용객으로 설정하여 상권이 운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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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앨리웨이 위례 1층 상점 구성도

<그림 17> 앨리웨이 위례 2층 상점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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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공간 계획

건축물의 경우, 앵커 테넌트는 상권의 중심부와 끝단에 위치하고 있으
며, 주로 스타벅스, 커피빈, 아트박스, 밀도와 같은 브랜드가 가장 큰 상
업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가로변을 향하여 전면 유리 파사드로 개방성
을 높였으며, 위례트랜짓몰 중앙광장을 따라 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18> 앨리웨이 위례 파사드

가로공간의 경우, 중앙광장, 휴게공간, 보행로로 구성되어 상권 자체적인 공
간특화보다는 트랜짓몰에 중점을 둔 공간이 조성되어있고, 2층의 경우에도 외부
복도공간이 트랜짓몰을 향하여 조성되어있다. 건축물 매스를 분절하여 상권 내
부 가로를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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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트랜짓몰 중심광장 및 상권 내부 가로

<그림 20> 앨리웨이 1층, 2층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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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앨리웨이 위례 1층 평면도

<그림 22> 앨리웨이 위례 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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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브뉴프랑 광교
➀ 컨셉계획

아름다운 예술을 담은 프랑스의 거리를 컨셉으로 한 아브뉴프랑 광교
의 경우, 공간을 5가지 존(zone); 초현실주의존, 아르누보존, 아르데코존,
아방가르드존, 오페라하우스존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입간판의 디자인
과 내부 공간 디자인을 다르게 하여 상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내부
중앙광장 및 SNS를 활용하여 이벤트를 개최하여 공간의 활용 및 지속
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초현실주의존

아르누보존

오페라하우스존

<그림 26>

<그림 27>

아르데코존

아방가르드존
(출처: 아브뉴프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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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입점상점구성 계획

중앙광장이 위치한 공간을 중심으로 상권의 중심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음식 및 카페, 리테일 업종이 입점하였고, 대로를 따라서 노선형의
상점이 입점해있다. 음식 및 카페 업종이 58%, 리테일/서비스 업종이
25%, 패션/뷰티 업종이 18%의 비율로 기능을 구성하고 있다.

<그림 28> 아브뉴프랑 광교 1층 상점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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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아브뉴프랑 광교 2층 상점 구성도

➂ 공간 계획

건축물의 경우, 매스를 여러 건물로 분할하여 내부 가로를 형성하였으
며,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앵커테넌트인 스타벅스, 올리브영, 커피빈, 버거
킹, 아티제 등이 입점해있다. 아브뉴프랑 광교의 경우 광교테크노밸리에
서 월드마크푸르지오, 호반써밋플레이스를 지나 경기도청으로 이어지는
중심상업지구에 연접한 복합용지에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각
상점의 개구부가 내부 가로와 외부 인도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
가로공간의 경우, 중앙광장 내 휴게공간 및 놀이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중앙광장쪽으로 공
간과 동측의 노선형 공간의 이동 시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차량동선에 의
해 보행동선이 단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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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아브뉴프랑 광교 상점 파사드

<그림 31> 가로시설물

<그림 32> 가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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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앙광장 및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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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아브뉴프랑 광교 1층 평면도

<그림 35> 아브뉴프랑 광교 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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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앨리웨이 광교
➀ 컨셉계획

동네골목길을 컨셉으로 한 앨리웨이 광교의 경우, 집 앞에서 즐기는
일상 속 예술공간, 머무름과 쉼을 위한 상환경 조성, 펫 프렌들리 존, 컨
시어지 운영 등을 통해 동네골목길 같지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으로 조성하였다. 자체적인 브랜드 개발로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자 하였
으며, 내부 공간의 색채 및 간판의 위치, 크기, 형태를 일관되게 조성하
였으며, 크고 작은 중앙광장 및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동네를 걷다가 쉴
수 있는 형태의 컨셉 공간을 조성하였다.
➁ 입점상점구성 계획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음식 및 카페, 리테일/서비스, 문화 업종의 상점
이 입점하여 있으며, 각 상점들 중 자체적인 브랜드 개발로 타 상권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화 상점을 조성하고 있다. 음식 및 카페 52%, 리테일/
서비스 27%, 패션/뷰티 20%의 비율로 기능을 구성하였다.

<그림 36> 상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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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앨리웨이 광교 1층 상점 구성도

<그림 38> 앨리웨이 광교 2층 상점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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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앨리웨이 광교 3층 상점 구성도

➂ 공간 계획

건축물의 경우, 간판의 높이 및 크기가 일정하나, 각 상점의 자체적
인 상환경 디자인도 접목되어 앨리웨이 상권의 전체적인 상환경의 조화
속 각 상점 브랜드의 컨셉이 드러나 있었다. 내부 가로를 향해 주출입구
가 위치해있고, 상권 외부의 인도를 따라 부출입구 및 시트지로 내부 공
간의 가시성을 제한하고 있어 공간이 단절되고 있다. 옥외 영업공간을
조성하여 입점 상점 뿐만 아니라 팝업스토어를 통해 일시적인 업종 다양
성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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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내·외부 상업공간

가로공간의 경우, 매스를 분절하여 주요 테넌트가 위치한 공간과 중앙
광장으로 연결되는 가로 중간에 작은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중앙 광
장과는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보행로 중간에 주차장 출입을
위한 차량동선으로 관통되고 있다.

<그림 41> 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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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내부가로 및 옥외영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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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앨리웨이 광교 1층 평면도

<그림 44> 앨리웨이 광교 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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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앨리웨이 광교 3층 평면도

3. 소결
도면분석과 현장답사를 통해 컨셉계획, 입점상점구성계획, 공간계획
의 각 요소를 구분하여 살펴본 4개의 상권의 저층부 공간의 계획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상권 별 컨셉의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일관된 디자인가이드라
인을 적용하여 상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로 벽돌재질 및 채도가 낮
은 색채를 사용하였다. 둘째, 상점 내부의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음식 및
카페 업종, 리테일/서비스 업종이 주로 입점하여 있으며 앵커테넌트는
중앙광장 및 상권 시작점에 위치하여 이용객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 특히, 상권별로 zone을 설정하여 각 zone별로 특화된 상점을
입점시킴으로써 특화공간을 조성하였다. 셋째, 내부 및 외부 가로를 향하
여 전면유리 파사드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개방감있는 상권 내부를 조성
하였고, 빛공해를 고려한 조명계획 및 간판 조명을 구성하였다. 일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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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경우 옥외영업공간을 마련하여 건물 내부 상점과는 다른 일시적 업
종 다양성을 조성하였고, 이벤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업종의 상
점이 일시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대로에 면한 상점
의 경우, 상권내부가로 및 대로 변에 모두 출입구를 위치하여 내외부 모
두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일부 상권은 내부지향적인 출입구 설치로 외부
와 단절된 상권을 조성하고 있었다. 넷째, 가로공간의 경우, 다양한 크기
의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는 것보다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상권내부가로
가 연결되는 형태였으며, 보행자의 동선이 차량동선에 관통되는 경우 각
주차장입구에 관리원이 위치하여 동선을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상권 별 디자인가이
드라인을 통한 상환경의 제한된 구성은 일관된 경관을 조성하나 입점 브
랜드의 상환경 설치를 일부 허용하는 것 또한 일관된 분위기 속 다양성
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공간 내부의 물리적인 변화로 파
악할 수 있는 부분은 일관된 경관조성으로 사료된다. 둘째, 건축물 매스
를 분리하여 다양한 내부가로를 형성하고 있으며, 내부가로를 중심으로
상점의 주출입구가 설치됨으로써 내부지향적인 형태를 띠는 곳과 동일한
주출입구를 외부에 설치하여 내·외부지향적인 형태를 띠는 곳으로 분류
되었다. 셋째, 광장은 이벤트 중심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벤트가 개최
되지 않을 때는 쉼터 혹은 통과교통으로만 이용되어 공공 공간의 이용도
가 낮았다. 그러나 일반상가에서는 이처럼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의 계획
이 부재하였지만, 브랜드 상가에서는 광장을 형성하고 공간에서 일어나
는 상호작용 즉, 프로그램이 중요해졌으며 광장을 통해 상가 안에서도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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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상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조성 후
단계 분석
1.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상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상점의 입점이 선행되어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간구성과 상점 입점요인 분석 및 만족도 조사는 공간의 구
성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기존상권과 비교하여 플레이스 브랜딩에 따른 브랜드상권의 경우 어떠한
계획요소가 상권입점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설문조사의 주
목적으로 하였다.
2020년 3월 ~ 6월 초까지 4개의 상권 방문 및 서면을 통해 총 15개의
설문조사와 10개 상점의 인터뷰를 완료하였다. 설문조사는 F&B 매장 4
곳, 리테일 매장 11곳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은 아브뉴프랑 판교 2곳, 아
브뉴프랑 광교 3곳, 앨리웨이 위례 2곳, 앨리웨이 광교 8곳을 진행하였
다. 설문조사는 다음의 단계를 통해 진행하였다. 첫째, 해당 관리·운영
시행사에 먼저 설문조사지와 배포와 함께 설문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직접 상점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상점 상황에 따라
이메일로 파일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경우, 상점 점주를 대상으로 상권의 선정 입점과 공간구성
중 만족요소와 관리·운영주체의 등장에 대하여 주요하게 진행하고자 하
였기 때문에, 주로 아르바이트생이 상주하고 있는 프렌차이즈 매장의 경
우,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이 불가하였다.

2. 설문조사의 지표 설정
1) 일반 사항

기존의 상점 운영여부와 타 상권에서 현재 상권으로 이전한 이유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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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규 점포를 현재상권에서 개점한 이유를 적는 설문항을 3개 구성하
였고 각 1순위와 2순위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브랜드상권으로 이전하게 된 이유

기존 상권

1순위

2순위

브랜드상권으로 입점한 이유
1순위

2순위

<표 14> 상권 입점 순위 항목

2) 컨셉 및 프로그램, 공간 계획

컨셉 계획 및 점포구성계획에 있어 이용되는 공간계획의 요소를 바탕
으로 브랜드상권을 선택하게 된 요인을 묻는 항목이다. 기존 선행연구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브랜드 상권의 이벤트 개최 및 디자인가이드
라인을 통한 상환경 조성을 반영하여 설문 요인을 설정하였다.
우선

중요도

순위

매우

(1-3위)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장 인테리어 및 디자인
상권의 특색 있는 외관 연출
상업시설 내 포토존 및
특화공간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
(이벤트, 공연 및 강좌 등)
야외공간의 유/무
기타의견

<표 15> 상점 입지 요인 설문 항목 1

3) 관리·운영

브랜드 상권은 기존의 상권과 달리 시행사가 관리·운영단계까지 지속
적으로 상권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상권의 지속가능성 및 가치를 향상시키
고자 하는 점을 반영하여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상점 입점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여부를 파악하고자 설문 요인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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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요도

순위

매우

(1-3위)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임대료
전문적인 관리·운영사 유/무
인터넷 홍보/광고
상권의 브랜드네임
기타의견

<표 16> 상점 입지 요인 설문 항목 2

4) 만족도 항목

브랜드 상권에 입점함으로써 일반상권과 비교했을 때, 입점 상인으로
서 어떠한 요소들이 만족스러운지와 그 중 공간계획요소는 어떠한 요소
가 만족스러운지를 파악하고자 설문요인을 설정하였다.
1. 관리·운영주체인 전문 운영사가 있음으로써, 귀하의 상점 운영에 도움이 되시나요?
(예 / 아니오)
2.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점에서 도움이 되시나요?
(서술형)
우선
만족스러운 점

중요도

순위

매우

(1-3위)

낮음

낮음

보통

전문운영사의 매출액 관리
전문운영사의 임대료 관리
전문운영사의 이벤트 개최
매장 유지/보수
공간의 일관된 구성
다양한 특화 공간
이용객의 인지도
다양한 가로 시설물
(가로수, 입간판, 조각 등)
다양한 홍보 수단
기타의견

<표 17> 상권 만족도 설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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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매우
높음

우선
만족스러운 점

만족정도

순위

매우

(1-3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가로 폭
포장의 종류
가로의 연속성
적절한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배치
광장의 위치
광장의 크기
가로수
조명시설
간판, 그래비티 등 디자인요소
점포의 층고
특색있는 외관
기타의견

<표 18> 상권 만족도 설문 항목 2

또한, 추가적으로 브랜드 상권이 일반 상권에 비교하여 어떠한 경쟁력
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① 매장 유지·보수 지속성
④ 다양한 이벤트 개최
⑧ 기타(
1순위

② 매출액/점포운영 관리
⑤ 상권 홍보

③ 점포 외의 공간 전문적인 관리
⑥ 이용객의 인지도
)

2순위

3순위

<표 19> 상권 경쟁력 요인 설문 항목

3. 소결
기존의 상점을 운영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타지역에서 상점을 운영중
인 경우가 86%로 주로 상점운영의 노하우가 있는 상점주들이 입점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타 상권에서 현재 상권으로 이전한 이유 혹은 현
재 상권에서 신규개점한 이유에서 특색있는 상가의 컨셉, 유동인구, 집객
요소가 공통적으로 1순위에 해당하였으며 각각 2순위로 브랜드 네임, 유
사업종발달이 많았다.
먼저 우선순위에서 1위로 가장 많이 나온 요인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
최’로 ‘매장 인테리어 및 디자인’, ‘상업시설 내 포토존 및 특화공간’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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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게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각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것이 인구유
입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나, 중요도 측면
에서는 매장 인테리어 및 디자인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상권의 공간계획요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우선순위에서 1위로 가장 많이 만족스러운 공간 요소는 ‘광장의 크기’였
다. 이후 ‘특색있는 외관’, ‘간판, 그래비티 등 디자인요소’로 나타났다. 이
는, 현재 앨리웨이광교에서 광장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점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징적으로 나타
나는 것은, 대체로 만족중인 요인은 ‘포장의 종류’, ‘광장의 위치’, ‘광장의
크기’, ‘조명시설’로 우선적으로 공간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요소와 일치하
는 것은 공공 공간인 ‘광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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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상권과 비교하여 전문 관리·운영 시행사가 있는 브랜드상권의 경
우, ‘이용객의 인지도’가 높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벤트 개최’,
‘공간의 일관된 구성’과 같은 외부 공간,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관리·운영
의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상권의 경쟁력은 ‘이용객의 인지도’와 ‘상권 홍보’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개별 상점에 대한 홍보가 낮더라도 상권 자체에 대한
홍보는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어 상권 전반적으로 일관된 경관을 형성하는 것에 만족
하나, 이용객의 시선을 끌어 집객을 해야 하는 상점의 입장에서는 다르
게 상점을 디자인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주변 동종업계의
집적 유/무가 업종별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음식 및 카페 업종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상점이 집적하여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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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한 상점의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리테일 업종의 경우 유사업종의 집
적이 적을수록 입점의 의향이 있었다.
또한, 시행사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이 실질적으로 상점의 운영에 영향
을 끼치는 정도는 낮았으며 홍보비를 따로 부과하여 관리비가 타 상권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상점에서 요청하는 것 외 자체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상점 개개별로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
만, 부대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을 상점주 대신 관리해주는 점이 전문
관리·운영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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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새로운 주상복합 저층부 상권유형으로 등장한 브랜드상권
의 브랜드형성과정 및 공간 계획의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기존상권과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를 파악하고, 새로운
상권유형이 상점 입점에 영향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특히, 브랜드 형성을 통한 공간의 차별화 전략인 플레이스브랜딩을 공
간 계획의 도구로 설정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특정 장소의 매력도를 보
다 체계적으로 증가시킨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상권 조성 단계 – 공간 조성 – 조성 후로 과정을 나
누어 상권 조성 단계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공간 계획의 전반적인
배경 및 프로그램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공간 조
성 단계는 2기 신도시 내 주상복합 저층부 브랜드상권의 현황을 조사하
고 그 중 시행사가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상권의 사례
를 선정하여 공간 조성 내용을 컨셉계획, 입점상점구성계획, 공간계획 3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성 후 단계에서는 플레이스 브
랜딩을 통한 상권 형성의 최종적인 목표인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선행되
어야 하는 상점 입점과 브랜드상권의 입점 관계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
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째, 상권 조성단계에서 시행사 – 건축사사무소/건설사 – 테넌트
간의 거버넌스가 긴밀히 구축되어 주로 앵커테넌트를 대상으로 입점 선
호 공간을 조사하여 공간 설계에 반영하고 있었다. 컨셉에 부합한 디자
인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물리적 공간의 설계는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사
에서 진행하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시행사로, 시행사는 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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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수익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공간 설계를 요구하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에, 물리적 공간을 설계할 때 ‘가변성’과 ‘효율성’을 주요
한 평면 구성 요소임을 파악하였다. 상점 구성에 있어 기존의 상권은 일
반 분양을 통해 상점의 업종 및 개수와 관계없이 입점이 진행되었다면,
브랜드 상권의 경우 상점의 업종 및 개수를 제한하고 컨셉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입점을 제한하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디자인가이드
라인은 주로 상권의 외부 파사드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공간 내부를 구성
함에 있어 ‘스토리텔링’이 중요시됨을 파악하였다. 플레이스 브랜딩을 통
하여 조성한 공간 내부에서 “컨셉”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공간 조성 단계에서는 공공보행통로 및 건폐율로 인해 내부 가
로가 형성되는 것을 상권의 메인가로로 구성하여 스트리트몰의 느낌을
연출하고 있었으며, 특히 각 상점이 내부가로를 중심으로 개구부가 형성
되어 있어 상권의 경계부와 연접한 가로에서는 단절된 형상을 띠고 있었
다. 공공 공간의 경우 광장이 형성되어 주요한 이벤트의 장으로 활용되
고 있었으며, 주상복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거의 정주성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이용객, 상점 상/하차 등의 세밀한 동선분리 계획이
필요함이 요구되고 있었다.
셋째, 조성 후 단계에서 각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플레이스 브랜
딩이 타 상업공간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고 체감되고 있으며, 그
주요 요소로서 브랜드 네임 형성과 특색있는 공간 연출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특색 있는 공간 연출은 상점 입점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플레이스 브랜딩에 따른 브랜드 상가의 조성 및 조성 후
전반적인 과정과 내부 공간을 살펴보았으며, 물리적인 변화로는 일관된
경관을 조성하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단순히 미관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컨셉’에 입각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내부 공
간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공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즉, 프로그램
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플레이스 브랜딩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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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이를 공간 속에 녹여내어 적재적소에 배치하
는가가 브랜드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는, 공간만
조성하고 분양하여 상권을 조성하던 과거 일반상가와는 달리 최근 상가
구성의 변화로 사료된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브랜드 상가의 플레이스 브랜딩에 따른 공간 구성 계획 방
식을 조성 단계부터 조성 이후 상점 입점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주상복합 상가시설의 차별화전략 계획요소에 대해 다
양한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과 일반상가에 비해 브랜드상가가
가지는 차이와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주상복합 저층부 상가의 설계 전반적인 과정
에 있어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 있어 3인의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15
부를 진행하여 그 표본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기술통계가 아닌
기초통계와 인터뷰에 기초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표본을
달리 설정할 경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2기 신도시 내
브랜드상권이 현재 공급 진행 중이며, 완성된 사례 중 4개의 사례를 대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더 지속적인 사례 분석을 통한
일반화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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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판교신도시

위치

크 8.0 (카림애비뉴)
동탄역 파라곤
동탄역 롯데캐슬
동탄역린스트라우스아파트
-

로얄듀크비스타
동탄역예미지3차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

크 7.0 (카림애비뉴)
동탄2신도시동원

동원로얄튜크포레4차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

동탄역 힐스테이트2차
동탄역 대방디엠시티
동탄2신도시

월드마크 상가동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공사중
일반분양
일반분양
공사중
일반분양
공사중
미착공
공사중
일반분양
미착공

복합용지

복합용지

2018
-

2018

-

2020

2019

-

-

2013

C9
C10
C11
C12
C13

C8

C7

C6

C5

C4

C1
C2
C3

C1-2

C1-1

용지

년도
2013

공급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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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공사중
미착공
공사중

일반분양

MD형

아브뉴프랑 판교

판교푸르지오

임대형태

아파트/상가명

11,733.70

14,741.30

필지면적

브랜드상가 조성 현황 (2019. 12월 기준)

142

178

세대수

(주거200%)

일반분양

직접임대, 50%

50% MDM

100% 호반건설
직접 상가 운영

300%
(주거200%)
300%

운영방식

용적률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일반분양
미착공
미착공
미착공
미착공
미착공
미착공
미착공
미착공
일반분양
일반분양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4차

카림애비뉴

김포

메트로타워예미지

캐널시티에비뉴

이편한세상캐널시티

아파트
동탄행복주택 1차아파트
동탄메타폴리스

일반분양

공사중

2018

-

2017

2017
2010

2019

-

CC-01

CC-03

CC-05

C18
C19
C20
C21
C22
C23
C24
C25
C26
CC-1,2

C17

C16

C15

용지
C14

년도
2019

공급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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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복합용지

미착공

일반분양

복합용지

일반분양

(카림애비뉴)
동탄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복합용지

미착공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4.0

토지이용계획

임대형태

아파트/상가명

한강신도시

한강신도시

김포

동탄1신도시

동탄2신도시

위치

21,299.80

32,293.00

30,114.00

114,914.00

필지면적

461

701

639

1,266

세대수

270%)

(주거

270%)
300%

(주거

270%)
300%

(주거

300%

용적률

서비스 지원

분양 후 컨설팅

서비스 지원

분양 후 컨설팅

운영방식

몰)

(위례트랜짓

위례신도시

몰)

(위례트랜짓

위례신도시

위치

일반분양

위례보미리즌빌아파트

2단지 스칸디몰

위례아트리버 푸르지오

1단지 스칸디몰

일반분양

일반분양

일반분양

위례중앙푸르지오 2차

위례아트리버 푸르지오

일반분양

일반분양

일반분양

위례중앙푸르지오 1차

송파와이즈 더샵 아파트

파크애비뉴

위례아이파크1차

앨리웨이위례

MD형

일반분양

힐스테이트송파위례

위례아이파크2차

임대형태

아파트/상가명

2015

2015

2017

2017

2015

2016

2016

C2-3

C2-2

C2-1

C1-6

C1-5

C1-4

C1-3

C1-2

C1-1

용지

년도
2016

공급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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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토지이용계획

7,026.60

9,652.60

9,108.70

8,625.00

9,493.10

20,538.00

21,063.50

24,109.00

23,948.00

필지면적

91

125

131

150

165

390

400

495

490

세대수

180%)

(주거

180%)
200%

(주거

180%)
200%

(주거

220%)
200%

(주거

220%)
260%

(주거

245%)
260%

(주거

245%)
275%

(주거

270%)
275%

(주거

270%)
300%

(주거

300%

용적률

마스터리스

운영방식

도시

탕정배방신

아산

광교신도시

수원

위치

주상복합용지
주상복합용지
주상복합용지
주상복합용지

린스트라우스 2단지

천안불당 지웰더샵

호반써밋플레이스

지웰시티푸르지오 아파트

-

2017

2016

2017

2017

2017

2017

2018

2018

2017

-

2019

2019

2015

1-C2

1-C4

1-C3

1-C2

1-C1

복합5

복합4

복합3

복합2

복합1

C4

C3

C2

C1

C5

용지

년도
2015

공급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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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용지

린스트라우스 1단지

공사중

복합용지

지웰시티푸르지오 1단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파크푸르지오2단지

지웰시티푸르지오 2단지

복합용지

파크푸르지오1단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복합용지

토지이용계획

복합용지

공사중

MD형

일반분양

MD형

일반분양

임대형태

써밋플레이스센터시티APT

광교더샵레이크시티

앨리웨이광교

광교아이파크아파트

어뮤즈스퀘어

광교 중픙S클래스

아브뉴프랑광교

써밋플레이스광교아파트

월드스퀘어

월드마크푸르지오아파트

아파트/상가명

46,561

84,479

38,562.70

22,403.20

필지면적

987

2,300

508

350

세대수

평균 361%

360%)

(주거

196%)
400%

(주거

(주거210%)
280%

300%

용적률

마스터리스

마스터리스

운영방식

도시

검단신도시
파주운정신

도안신도시
인천

고덕신도시
대전

도시
평택

-

개발미완료

-

개발미완료

없음

개발미완료

공사중

지웰시티푸르지오 아파트

탕정배방신

아산

임대형태

아파트/상가명

위치

-

-

-

-

-

F1-M

2-C2

용지

년도
-

공급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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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용지

토지이용계획
필지면적
세대수
용적률

운영방식

Abstract

Spatial Desig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lace Branding in
Commercial facilities of
Mixed-use building.
- Focusing on 2nd New-town -

Heejin So
Graduate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ow that the trend of commercial space is changing rapidly, also
the way in which space is used is changing. The movement to
establish identity and plan as differentiated space by projecting brand
image into space is expanding into the branding of space, and Place
Branding, a strategic tool of a series of processes for developing and
planning it, has come to the attention. The branding of such
places-branding stores is notable in the recent supply of low-rise

- 79 -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atest trends
and determine whether there is an impact on the store's entry point
as a result of the space plan created through place branding. The
research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spatial planning and commercial
area of brand stores, which is the trend of the creation of low-rise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from the process of creation to
the post-construction space planning to the shop owners who are
using them.
Specifically, the methodologies of the research were examined in
depth by interviewing experts from the implementer and the architect
office

who

implemented

them

during

the

commercial

district

development stage to understand the planning factor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existing stores and the planning elements considered in
the brand mall creation. Second, the details of physical space
formation were identified through field surveys and drawing analysis,
and thirdly,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hop owners
to see if such changed space affected the entry of commercial
distric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btained from th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the 'concept' that played a major role in planning the brand
shopping mall, and a series of processes, including storytelling, tenant
formation, and program placement, were planned on the basis of the
'concept'. Second, it was the landscape plan that worked mainly in
the creation of the concept-based business district environment,
mainly on facade such as color and exterior wall material.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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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events and programs were being created around the plaza
created inside the brand commercial area, and anchor tenants were
mainly placed around the plaza. In addition, F&B, retail, and living
services were the main areas of the store composition. Fourth, this
change in the space plan was positive for the store owner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store entry and it was understood
that the activation of the commercial district through place branding
was effectiv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conducted in-depth empirical
research on the entire process of the brand commercial district
development plan, and it is believed that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on the futur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brand
commercia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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