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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연구의 배경과 목적연구의 배경과 목적연구의 배경과 목적연구의 배경과 목적1.1.1.1.1.1.1.1.

우리나라의 백화점은 다른 유통업과의 물품 차별화 정

책으로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오고 있으며,

최근 년 동안의 국내 백화점 업계는 양적인 성장보다10

는 질적인 성장을 위해 다각도에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다방면에 걸친 분야에서 고객들의 매출 증대와,

유인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와 대규모의 휴식공간 레져,

공간 문화공간 등의 서비스시설을 갖춘 복합건물의 형,

태 를 취하는 등 차별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 .

따라서 현재까지 백화점의 공간들은 매출증대를 위하

여 판매공간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선,

호도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공간들도 편법적인 방

법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백화점 근무자들의 지원시설 공

간 사용 환경은 점점 열악해가고 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sjieun@ynu.ac.kr

그러나 백화점이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을 위해

눈에 보여 지는 공간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근무하는

지원시설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계획측면에서

공간의 여건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1)

따라서 기존 백화점들의 지원시설과 그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2)들을 중심으로 만족도와 선호도를 분

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지원시설 공간의 효율적 계획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원.

시설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고 특히 지원시설을

구성하는 공간 중 작업공간을 제외한 관리공간과 업무공

간의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는 더욱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원시설 중 작업공간을

제외한 관리공간과 업무공간을 중심으로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고 공간계획요소와 방법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

를 파악하여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1) 변대중 외 실내건축디자인 서울 도서출판 구미서관, , : , 2007

2) 지원시설 중 관리공간과 업무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를 의미함.

백화점 지원시설 계획요소에 관한 만족도 및 선호도 연구백화점 지원시설 계획요소에 관한 만족도 및 선호도 연구백화점 지원시설 계획요소에 관한 만족도 및 선호도 연구백화점 지원시설 계획요소에 관한 만족도 및 선호도 연구

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Preference to Space Plan of Supporting Facilities in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Preference to Space Plan of Supporting Facilities in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Preference to Space Plan of Supporting Facilities in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Preference to Space Plan of Supporting Facilities in

Department StoresDepartment StoresDepartment StoresDepartment Stores

AuthorAuthorAuthorAuthor 박의정 정회원 대구예술대학교 실내디자인과 조교수 공학박사Park, Eui-Jeong / , ,

서지은 정회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조교수 공학박사Seo, Ji-Eun / , ,
*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basic data for the efficient space plan of the Department Store focusing

on users by survey of preference to methods of plan considering the functional phase, the economical phase and

the adaptable phase.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we could know that users had the low degree of satisfaction to the adaptable phase of space plan for

Supporting Facilities in department stores at the present time. Second, we must have the appropriate space size

by using structure, doors and windows for user's satisfaction. This is the method of plan considering the

functional phase for Supporting Facilities. And we could think that the methods of using the center flow plan and

the arrangement of two or three facing are good for user's satisfaction. Third, it will be efficient plan if we find

methods to be cleaned the structure easily and to be changed and repaired the system furniture easily for

management. that methods are to be considered the economical phase for Supporting Facilities. Forth, methods

of plan considering the adaptable phase are to change the size of space by using the movable type furniture

and the form of space by chang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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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사용자 중심에서 효율적인 백

화점 공간계획을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자 한다.

연구 범위 및 방법연구 범위 및 방법연구 범위 및 방법연구 범위 및 방법1.2.1.2.1.2.1.2.

연구범위는 대구지역의 백화점 중 지역을 대표하는 6

개 백화점의 지원시설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지원.

시설 중 관리공간과 업무공간3)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대.

상은 현재 지원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용자로 선정하

였다 연구방법은 조사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백화점의 일반적,

인 특성과 지원시설의 공간구성과 현황 등을 파악한다.

둘째 지원시설에 관한 공간계획방법이 미비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방법모색과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계획방법 모색을 위하여 관리공간과 업무공간 계획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요소를 추출한다 셋.

째 사용자 중심에서의 공간계획방법 모색을 위한 기초적,

인 자료를 위하여 설문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앞서 추출

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공간계획에 관한 선호도를 파악

한다 넷째 파악된 자료를 통하여 공간계획방법을 추출하. ,

고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점 및 업무 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백화점 지원시설의 현황백화점 지원시설의 현황백화점 지원시설의 현황백화점 지원시설의 현황2.2.2.2.

백화점의 기능 및 변천현황백화점의 기능 및 변천현황백화점의 기능 및 변천현황백화점의 기능 및 변천현황2.1.2.1.2.1.2.1.

백화점은 다양한 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일반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며 특수한 조직에 의해,

경영되는 대규모 소매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백화점은 공급과 소비의 매개체 역할뿐만 아니라 인간

그림< 1 백화점 기능과 지원> 시설 역할

3) 작업공간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리

및 업무공간을 중심으로 한정함 따라서 관리 및 업무공간을 이하.

지원시설로 명칭하고자 함 박의정 도심형 백화점 지원시설의- ,

기능별 단위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조, , 2008,

희규 외 인 백화점 내 작업공간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대3 , ,

한건축학회논문집 권 호23 1 , 2007. 01

4) 김경태 백화점 고객동선 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pattern , ,

1989, p.4

의 사회생활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영업.

을 통하여 고객에게 봉사하고 편리함을 도모하여 고객과

더불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이념 아래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5)

우리나라 백화점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근대적,

백화점의 효시는 년 월 일본 미스코시 백화점이1930 10

현 신세계 자리에 경성지점을 개점한 것이다 그 다음해.

인 년 귀금속과 양복을 취급하던 지신상회가 확장되1931

어 화신백화점이 창립되었다 그 후 년 신세계 백화. 1969

점이 직영체제를 구축하여 그 영향이 다른 백화점에서도

파급 년대 초에 백화점이 양적질적인 성장을 이루게70

되었다 년대 중후반기에는 대기업이 유통업계 본격. 70

진출하여 근대적인 유통기구의 성장과 더불어 백화점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켰다 년대 들어서는 유통 기본 법. 80

규의 정비 유통 근대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많은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는데 지방 직영백화점의 출,

현 전문백화점이 정착 해외브랜드 도입 경쟁 등이라고, ,

할 수 있겠다.

백화점의 공간계획백화점의 공간계획백화점의 공간계획백화점의 공간계획2.2.2.2.2.2.2.2.

백화점은 규모가 크고 취급 상품이 다양하여 생활문화

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백화점만의 공간

계획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백화점은 소비문화의 발.

달과 주 일 근무로 인한 여가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5

소비자 중심으로의 공간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

다 또한 매출향상을 위한 백화점 간의 심각한 경쟁구도.

가 형성되어 비주얼한 공간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다.

따라서 백화점의 공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소,

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간들은 계획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원시설의.

경우 보이지 않는 공간이지만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판매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원시설 각주 을 대상으로 하여( 2)

공간계획요소에 대한 근무자들의 만족도와 선호도를 파

악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간계획방법을 위한 기초적인 자

료를 제안할 것이다.

지원시설의 공간구성지원시설의 공간구성지원시설의 공간구성지원시설의 공간구성2.3.2.3.2.3.2.3.

백화점의 공간구성 그림 은 공용공간 판매공간 문< 2> , ,

화공간 지원시설 관리시스템공간 외부환경으로 구분할, , ,

수 있다 그 중 지원시설은 판매를 위해 지원하는 모든.

시설과 공간에 대한 총칭으로 의미한다.

지원시설은 작업공간 관리공간 업무공간으로 대별할, ,

수 있으며6) 시설이 가지는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

5) 변대중 외, op. cit., p.196

6) 김현지 외 인 상업공간디자인 서울 신정2 , , : , 2009,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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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백화점 공간구성>

설의 실내공간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행태공간도 포함한

다 세부공간은 표. < 17) 에서 설명되고 있다> .

백화점 공간 공간구분 공 간 명

지원시설

작업공간

품질관리장 쓰레기처리장 수선실, . ,

생선작업장 정육작업장 야채작업장 청과작업, , ,

장 등

관리공간

주차고객대기실 주차관리실 주차요원대기실, , ,

직원휴게실 안내요원대기실 직원식당 건강관, , ,

리실 미화원사무실 탈의장 창고 등, , ,

업무공간 층사무실 총괄사무실 전산실 방송실 교환실 등, , , ,

표< 1 지원시설의 분류>

관리공간은 직원들의 근무와 휴게의 의미를 가지는 공

간으로 주차고객대기실 주차관리실 주차요원대기실 직, , , ,

원휴게실 안내원대기실 직원식당 건강관리실 미화원사, , , ,

무실 여직원탈의실 등의 공간 등을 포함한다 관리공간, .

의 세부공간별 기능을 살펴보면 표< 28) 와 같다> .

구 분 분 류 공간명 공간기능

관리공간

주차공간

주차고객대기실 주차한 고객의 대기 휴게,

주차관리실 입출차량안내통제

주차요원대기실 임원 화물기사 대기,

휴게공간

직원휴게실 남 여 직원담화 휴게, ,

안내요원대기실 안내원 전용대기 휴게,

미화원사무실 미화원 대기 미화기구 보관,

기타기능공간

직원식당 직원전용 구내식당

건강관리실 고객 직원건강관리 응급처치, ,

여직원탈의실 여직원 탈의 휴게,

표< 2 관리공간의 분류와 기능>

업무공간은 판매공간 공용공간 문화공간 지원시설뿐, , ,

만 아니라 외부환경 관리시스템 공간까지 백화점의 모,

든 공간과 건물관리를 포함한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공간을 총칭한다 업태별로 구성된 층별 사무실 전 층의. ,

매장을 관리하는 총괄사무실 전산실 방송실 교환실을, , ,

포함한 전 영역의 지휘 지원업무의 행위가 발생하는 공,

간으로 정의된다 업무공간의 세부공간별 기능을 살펴보.

면 표< 39) 과 같다> .

7) 조희규 외 인 백화점 공간구성 실태와 보완사항에 관한 연구 대3 , ,

한건축학회논문집 권 호23 1 , 2007.01, p.40

8) 박의정, op. cit., p.87

9) ibid., p.95

구 분 공간명 공간기능

업무공간

층 사무실 상품구성 층별 영업 매장관리 고객상담, ,

총괄사무실 백화점 전 공간과 관리시스템 총괄

전산실 매출의 전산 관리, POS SYSTEM

방송실 방송 음악 관리업무,

교환실 교환 안내,

표< 3 업무공간의 분류와 기능>

지원시설계획방법을 위한 분석틀 설정지원시설계획방법을 위한 분석틀 설정지원시설계획방법을 위한 분석틀 설정지원시설계획방법을 위한 분석틀 설정3.3.3.3.

장에서는 백화점의 지원시설의 사용자 중심의 계획방3

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설정하고 조사,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틀 설정 및 방법분석틀 설정 및 방법분석틀 설정 및 방법분석틀 설정 및 방법3.1.3.1.3.1.3.1.

지원시설 공간계획을 위한 평가요소 설정(1)

본 연구에서는 지원시설 중 관리 및 업무공간을 중심

으로 공간계획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계획특성을 바탕으로 평가요소를 설정하고자 한다.

지원시설 공간계획에 관하여 조희규 는 지원시설(2007)

공간은 공간계획 시 소홀하기 쉬운 공간으로 규정하면서

실 이용자 중심으로 기능적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

다 박의정 은 고정된 형태보다 기능적으로 계획되. (2007)

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변대중 외 는 업무공간, (2007)

은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고 능률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업무공간의 특성을 중심

으로 평가항목을 기능적 경제적 융통적인 측면으로 나, ,

누어 계획방법에 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지원시설 공간계획을 위하여 평가항목 중

어떤 공간구성요소 구조부 개구부 가구 및 장식물 마감( , , ,

재 가 활용되기를 선호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추출정리) .

된 구체적인 평가요소와 내용은 표 와 같다< 4> .

조사 및 분석방법(2)

본 연구에서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항 목 요 소 평가내용

기능성

크기
개방감 또는 확장감 유도를 위한 활용 공간구성

요소 선정

동선 편의적 측면을 고려한 동선방법

배치 편의적 측면을 고려한 배치방법

경제성

유

지

관

리

청소용이성
청소용이성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공간구성

요소 선정

교체용이성 교체용이성이 적용되어야 할 공간구성요소 선정

보수용이성 보수가 용이해야 하는 공간구성요소 선정

집중화
경제성을 위하여 어떤 공간구성요소가 집중화되

어야 하는지 선정

융통성

크기조절
공간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하기 위하여 고려되

어야 할 공간구성요소 선정

형태변경
공간의 형태를 변화하고 조절하기 위하여 고려

되어야 할 공간구성요소 선정

표< 4 지원시설 공간계획의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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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대구지역 곳 백화점의 지원시, 6

설 중 관리공간과 업무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로

선정하였으며 조사시기는 년 월 일 월 일까, 2007 5 20 5 30～

지이다 둘째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사. ,

항 지원시설 근무공간 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공간계획, ( )

을 위한 평가요소에 관한 선호도조사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평가는 배포된 설문지는 부 중 수거된 설. , 250

문은 부였으나 이 중 자료 분석에 있어서 내용이 불214 ,

충분한 설문인 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를 중심으로28 186

평가한다 넷째 분석은 설문을 통해 획득한 자료의 내용. ,

을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SPSS 14.0 program

였다 빈도 및 기술통계를 통하여 공간계획에 대한 만족.

도 및 평가요소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였으며 교차 및,

분산분석 그리고 검증을 실시하여 선호도에 차이가T-

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의 물리적 현황연구대상의 물리적 현황연구대상의 물리적 현황연구대상의 물리적 현황3.2.3.2.3.2.3.2.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백화점의 일반적인 현황과 지원

시설의 물리적 현황을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현황(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현황인 위치 규모 그리고 연면,

적은 표 와 같다< 5> .

개의 백화점은 중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백화점4 ,

이 지상 층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연면적을 비교해9 .

보면 백화점이 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 F 87,066.68㎡

고 백화점이 로 가장 작았다, C 13,611.1 .㎡

기호 위치 규모 연면적( )㎡

A 수성구 범물동 지상 층 지하 층9 , 5 39985.65

B 중구 덕산동 지상 층 지하 층12 , 3 35483.46

C 중구 동문동 지상 층 지하 층9 , 1 13611.1

D 북구 읍내동 지상 층 지하 층9 , 4 22340.59

E 중구 동성로 지상 층 지하 층11 , 3 29173.98

F 중구 대봉동 지하 층 지하 층11 , 5 87066.68

표< 5 연구대상 백화점 일반적 현황>

지원시설의 물리적 현황(2)

백화점 지원시설의 물리적인 현황은 표 과 같다< 6> .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백화점 관리공간의 경우 건강, A ,

관리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이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

었으며 업무공간은 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백화점, 5, 7 . B

의 관리공간은 주차관리대기실이 층 직원휴게실이1 , 2, 7

층 안내원대기실 직원식당 건강관리실은 층에 각, , , 11, 12

각 위치하고 있었다 업무공간의 경우 층에 위치하고. 13

있었다 백화점의 관리공간과 업무공간이 층과 층에. C 1 8

나누어져 위치하고 있었다 백화점의 관리공간은 주차. D

관리실이 층에 위치하고 있고 직원휴게실은 층까1 , 1 9～

지 각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간은 건물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업무공간의 경우 층 사무실은 각 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괄사무실은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

전산실의 경우 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백화점의10 . E

관리공간은 주차관리실이 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1 ,

관련시설은 층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업무공간7 .

의 경우에도 층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7, 8 .

나 백화점의 경우 관리공간은 지하와 지상 층에 다양F

하게 분포하고 있었고 업무공간은 대부분 층에 위치, 10

하고 있었다.

백화점 지원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별 면적과 평균

면적을 살펴보면 표 과 같다< 7> .

표 을 통해서 가장 넓은 지원시설을 가지고 있는< 7>

곳은 백화점이었고 백화점의 경우 와 백화점의 면F , A B E

적과 유사하지만 관리공간의 면적은 크게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3.3.3.3.3.3.3.3.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과< 8>

같다.

표 을 통하여 조사에 참여한 대상들의 일반적인< 8>

현황을 살펴보면 남자 가 여자 보다 더 많(60.8%) (39.2%)

았고 연령대는 대가 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30 57.6% .

응답자 중 백화점 근무자의 비율이 로 가장 높B 24.7%

게 나타났으며 백화점이 로 가장 낮음을 알 수, E 12.4%

있다 근무공간은 관리공간에서는 주차관리실이 로. 14%

조사에 참여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직원,

공간구분 공간명
백 화 점 명

A B C D E F

관리

공간

주차고객대기실 1 1 B2

주차관리실 B2 B2 1 1 1 B2

주차요원대기실 B3 B2 1 외부 B2

직원휴게실 B3,3,6 2,7 8 1 9～ 7 1 9～

안내원대기실 7 11 8 외부 7 7

직원식당 B2 12 8 외부 7 12

건강관리실 7 11 8 외부 7 7

미화원사무실 B3 B3 외부 외부 외부 B3

여직원탈의실 B3 B2 8 외부 7 B2

업무

공간

층사무실 B1-9 B1-10 B1-6 1 9～ B2-10 B3-10

총괄사무실 7 13 8 외부 7 외부

전산실 7 13 외부 10 7 10

방송실 5 13 8 외부 8 10

교환실 외부 외부 외부 외부 8 10

표< 6 백화점 공간 별 위치현황>

구 분 A B C D E F 평균

지원시설

면적( )㎡
1,024.25 1,191.39 587.85 1,316.81 1,002.81 2,301.53 1,237.44

관리공간 343.4 585 363.2 683.16 566.37 1280.38 636.91

업무공간 194.8 281.36 112.6 203.5 243.7 373.35 234.88

표< 7 지원시설의 공간별 면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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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 로 높았다 업무공간에서는 층사무실에 근13.4% .

무한다는 응답자가 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51.5% .

근무기간은 년이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3 5 26.9% , 3～

년 미만이 로 높았다 직위는 일반사원이 로24.2% . 61.8%

많은 비율로 참여하였으며 부장은 로 참여비율이, 0.5%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지원시설 계획요소의 선호도 평가지원시설 계획요소의 선호도 평가지원시설 계획요소의 선호도 평가지원시설 계획요소의 선호도 평가4.4.4.4.

장에서는 장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바탕으로 지원시4 3

설의 계획요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백화점별 그리고 업무별로 선호하는 공간계획방법

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과 분산분석 그리고 검T-

증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공간계획요소에 대한 만족도 평가공간계획요소에 대한 만족도 평가공간계획요소에 대한 만족도 평가공간계획요소에 대한 만족도 평가4.1.4.1.4.1.4.1. 10)10)10)10)

현재 백화점의 지원시설공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하고 있는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표 와 같다< 9> .

표 를 통하여 평가항목에 대해 만족도가 유사하게< 9>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의 융통성에 대해서는 평가,

값이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간의 융통성2.57 .

이 적용된 계획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항 목 공간의 기능성 공간의 경제성 공간의 융통성

M(s.d) 2.93(1.00) 2.84(0.98) 2.57(1.00)

표< 9 공간계획에 대한 만족도>

공간계획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백화점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과 같다< 10> .

10)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점을 기준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였음(Likert) 1 5 .～

표 을 통하여 개의 분석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 10> 3

나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백화점이 다른 백화점보다 만, A

족도가 가장 높고 백화점이 대체적으로 낮음을 알 수, F

있다 즉 기능성 과 경제성 에서는 백화. (M=2.57) (M=2.32) F

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공간의 융통적인 면.

에서는 백화점이 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B 1.93 .

계획방법 모색을 위한 선호도 평가계획방법 모색을 위한 선호도 평가계획방법 모색을 위한 선호도 평가계획방법 모색을 위한 선호도 평가4.2.4.2.4.2.4.2.

에서는 표 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가항목의 효4.2 < 4>

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간계획요소 중 어떤 요소를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계획되기를 선호하는지 파악하고자 한

다 조사된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

기능적 측면(1)

공간크기1)

공간의 기능적인 측면 중 적정한 크기를 확보하기 위

하여 어떤 요소를 활용하기를 선호하는지 파악해보았다

표 표 에서 나타나듯이 적정한 공간크기를< 11>. < 11>

위하여 구조부 를 활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M=3.48)

고 다음으로는 개구부 를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 (M=3.33)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간의 개방감이나 확.

장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중 기본요소를 활용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내용 구조부 개구부
가구 및 장식물

마감재
활용 최소화

M 3.48 3.33 3.19 3.21 3.22

s.d 0.88 0.90 0.88 0.92 0.90

표< 11 공간크기에 대한 선호방법>

공간동선2)

지원시설공간의 동선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 12>

와 같다 출입구와 면하는 곳에 주 통로가 위치하고 부.

통로가 나누어지는 중심형 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47.3%)

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선호되는 동선계획방법은 공.

간의 중심에 가구나 다른 요소를 배치하여 동선이 분기

되는 분기형 을 선호하고 있었다 반면에 가장 선(21.5%) .

호도가 낮은 동선계획은 병렬형 으로 나타났다(11.8%) .

따라서 동선계획 시 중심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병렬형은 피하는 것,

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성별
남 명: 113 (60.8%)

여 명: 73 (39.2%)
연 령

대 명20 : 10 (5.4%)

대 명30 : 107 (57.6%)

대 명40 : 55 (29.5%)

대 명50 : 14 (7.5%)

근무

장소

명A : 26 (14%)

명B: 46 (24.7%)

명C: 29 (15.6%)

명D: 25 (13.4%)

명E: 23 (12.4%)

명F: 37 (19.9%)

근무

공간

관리

공간

주차관리실 명: 26 (14%)

안내원대기실 명: 7 (3.8%)

미화원사무실 명: 4 (2.2%)

건강관리실 명: 4 (2.2%)

직원식당 명: 25 (13.4%)

기타 명: 6 (3.2%)

업무

공간

층사무실 명: 96 (51.5%)

전산실 명: 8 (4.3%)

방송실 명: 5 (2.7%)

교환실 명: 5 (2.7%)

근무

기간

년미만 명3 : 45 (24.2%)

년 명3 - 5 : 50 (26.9%)

년 명5 - 7 : 39 (21.0%)

년 명7 -10 : 25 (13.4%)

년이상 명10 : 27 (14.5%)

직위

일반사원 명: 115 (61.8%)

대리 명: 30 (16.1%)

과장 명: 21 (11.3%)

부장 명: 1 (0.5%)

기타 명: 12 (6.5%)

표< 8 조사대상자들이 일반적 현황> 명n=186

백화점 A B C D E F df 값F

기능성 3.62 2.59 3.03 3.48 2.70 2.57 5 7.468***

경제성 3.77 2.67 2.93 2.92 2.74 2.32 5 8.610***

융통성 3.31 1.93 2.66 2.92 2.57 2.57 5 8.783***

*p<0.05, **p<0.01, ***p<0.001

표< 10 백화점별 공간계획에 대한 만족도 차이검증> 평균값(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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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심형 방사형 분기형 병렬형 기타

값 88(47.3%) 34(18.3%) 40(21.5%) 22(11.8%) 2(1.1%)

표< 12 동선계획에 대한 선호방법> n=186(%)

공간배치3)

공간배치방법에 관한 선호도 조사결과는 표 과< 13>

같다 그 결과 사용자들은 면을 가구로 배치하는 것. 2, 3

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46.8%) .

으로 선호하는 배치방법은 의 값을 나타낸 병렬배26.9%

치였으며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배치방법은 면, 1

배치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원시설의 공간배(11.8%) .

치는 면에 가구 등을 배치하는 것이 사용자들의 만2, 3

족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경제적 측면(2)

지원시설공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야 하므로

유지관리와 공간구성요소의 집중화측면에 관하여 선호도

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

유지관리1)

유지관리측면에서는 청소의 용이성 교체의 용이성 그,

리고 보수의 용이성이 어떤 구성요소에 적용되어야 하는

지 조사분석하였다 표 청소의 용이성이 적용되< 14>.

어야 할 구성요소는 바닥 벽 천장의 구조부라는 응답이, ,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개구부라는 응57% ,

답이 로 나타났다 교체의 용이성이 적용되어야 할21.5% .

구성요소는 의자 소파 탁자 등의 인체계가구라는 응답, ,

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수의 용이성도36% .

의 응답률을 보인 인체계가구가 높았다 따라서 현36.6% .

재 인체계가구가 교체율이 높고 보수를 해야 할 경우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집중화2)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어떤 구성요소가 집중화되

는 것을 선호하는지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 15>

와 같다 사용자들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가구를 한 곳.

에 집중화시키는 것이 평가값 로 가장 선호하고 있3.22

음을 알 수 있다.

내 용
평가값

M s.d

개구부가 한 면에 집중화① 2.94 1.20

같은 기능의 가구의 집중화② 3.22 0.87

장식물의 집중화③ 2.73 0.93

표< 15 집중화를 위한 선호방법>

융통성 측면(3)

지원시설공간의 융통성에 관한 선호를 파악하기 위하

여 크기의 변화와 형태의 변화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는 표 과 같다< 16> .

크기변화1)

지원시설공간에서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를 편의를 위

해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구성요소들을 활용하기를 선

호하는가에 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동식가. ,

구를 이용하여 공간크기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

을 가장 높게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M=3.21, s.d=0.90)

있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구성요소는 평가값이 인. 3.16

구조부를 이용한 것이었다 반면에 이동식장식물. (M=2.96,

이나 개구부 를 이용한 변화는s.d=0.85) (M=2.97, s.d=0.79)

다른 구성요소와 비교하여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형태변화2)

공간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구성요소를 이

용하고자 하는지 조사한 결과 구조부, (M=3.26, s.d=1.03)

를 이용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다.

음으로 높게 선호하는 구성요소는 이동식가구로 평가값

이 로 나타났다3.21 .

내 용
크기변화 형태변화

M s.d M s.d

구조부를 이용한 변화가능① 3.18 1.00 3.26 1.03

개구부를 이용한 변화가능② 2.97 0.79 3.03 0.79

이동식 가구를 이용한 변화가능③ 3.21 0.90 3.21 0.82

건축식 가구를 이용한 변화가능④ 3.14 0.84 3.19 0.85

고정식장식물을 이용한 변화가능⑤ 3.13 0.91 3.15 0.89

이동식장식물을 이용한 변화가능⑥ 2.96 0.85 3.09 0.92

표< 16 크기 및 형태변화를 위한 선호방법> M(s.d)

선호도의 차이검증선호도의 차이검증선호도의 차이검증선호도의 차이검증4.3.4.3.4.3.4.3.

지원시설 공간계획방법에 관한 선호도에 대하여 백화

점별 그리고 업무영역 별로 차이11)가 있는지를 검증하였

11) 효율적인 지원시설공간을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계획방

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무환경이 다른 백.

화점 별 그리고 업무특성 별로 계획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같은 지원시설공간이라도.

구

분

면 배치1 병렬배치 중심배치 면 배치2,3

값 명22 (11.8%) 명30 (26.9%) 명27 (14.5%) 명87 (46.8%)

표< 13 배치계획에 대한 선호방법> n=186(%)

내 용
청소

용이

교체

용이

보수

용이

구조부 바닥 벽 천장( , , )① 106(57) 22(11.8) 32(17.2)

개구부 문 창문( , )② 40(21.5) 35(18.8) 15(8.1)

인체계가구 의자 소파 탁자 등( , , )③ 20(10.8) 67(36) 68(36.6)

건축계가구 수납장 파티션 등( , )④ 5(2.7) 25(13.4) 34(18.3)

고정식장식물 카펫 커튼 블라인드 등( , , )⑤ 10(5.4) 35(18.8) 32(17.2)

이동식장식물 미술품 화분 등( , )⑥ 5(2.7) 2(1.1) 5(2.7)

표< 14 유지관리측면을 위해 선호방법> 명n=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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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이검증은 교차분석 분산분석 그리고 검증을 통. , T-

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백화점별 차이검증(1)

기능적 측면1)

기능적인 측면 중 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활용한 개방에 관한 선호도에서 백화점별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표 표 을< 17>. < 17>

통해서 모든 조사대상의 선호값이 평균 점 이상으로 나3

타나 평균적으로 선도호가 높으며 특히 지점이 평균값, B

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3.89 .

경제적 측면2)

경제성 측면을 중심으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백,

화점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8>.

표 을 통해 선호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 ,

개구부의 집중화에서는 지점이 평균값 로 나타나D 3.72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지점은 평균값 로, A 2.54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같은.

기능의 가구를 집중화시키는 것에 대한 선호도 평가에서

도 지점의 평가값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점D 3.64 , E

은 평가값이 으로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음을 알 수2.70

있었다 장식물의 집중화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지점이. C

평가값 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지점이 평가값3.07 , B

로 가장 낮게 낮음을 알 수 있다2.37 .

융통적 측면3)

공간의 융통적 측면을 고려한 계획방법에 관해 선호도

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본 결과 공간크기와 공간형태,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크기a.

공간크기에서는 구조부 이동식 가구 그리고 고정식장,

식물을 이용한 방법에 관한 선호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표 표 를 통하여 선호도 평< 19>. < 19> ,

가에서 지점이 모든 내용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F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 ,

조부를 이용한 공간크기 변화에 대하여 지점이 평가값F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3.59 ,

음으로는 지점이 평가값 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A 3.31 .

그러나 지점의 평가값은 로 낮게 나타나 백화점별B 2.67

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식가구를 이용한 공.

간의 크기변화에 관해서는 지점의 선호도 가F (M=3.51)

높은 반면 지점의 선호도 가 낮아 차이가 있음, E (M=2.78)

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정식장식물을 이용한 공간의 크.

기변화에 대한 선호에서도 지점이 평가값 로 가장F 3.59

높은 반면 지점은 평가 값 으로 낮게 나타나 백화, B 2.83

점별로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백화점 A B C D E F df 값F

구조부 3.31 2.67 3.34 3.16 3.22 3.59 5 4.196
**

이동식

가구
3.31 3.22 2.83 3.48 2.78 3.51 5 3.716*

고정식

장식물
3.38 2.83 2.90 3.08 3.09 3.59 5 4.129**

*p<0.05, **p<0.01, ***p<0.001

표 공간크기에 대한 백화점별 선호도 차이검증< 19> 평균값(M)

공간형태b.

공간형태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 요소에 대한

선호도 평가에서 구조부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동식 장식

물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구조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 차이검증에20>.

서 지점 이 타 지점과 비교해 볼 때 선호도가B (M=2.72)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식장식물을.

이용한 형태변경에 대한 선호도 차이검증에서는 대부분

의 지점은 선호도가 높은 반면 지점 과 지점B (M=2.54) E

이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M=2.78) .

백화점 A B C D E F df 값F

구조부 3.08 2.72 3.48 3.24 3.26 3.92 5 6.917
***

이동식

장식물
3.38 2.54 3.38 3.40 2.78 3.32 5 6.909***

*p<0.05, **p<0.01, ***p<0.001

표< 20 공간형태에 대한 백화점별 선호도 차이검증> 평균값(M)

업무영역(2) 12) 별 차이검증

공간계획방법의 선호도에 관하여 업무별로 차이가 있

는지를 검증을 통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업무영T .

역 별 선호도 차이검증에 있어서 근무영역을 크게 관리

영역과 업무영역 가지2 13)로 구분하여 검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결과는 표 과 같다< 21> .

표 을 통해서 개구부를 한 면에 위치시키는 것에< 21>

대한 선호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관리영역은 평균값 으로 다소 높게 선호하고 있음을3.20

12) 업무특성을 의미함.

13) 두 영역의 하위영역은 표 을 참조하길 바란다< 6> .

백화점 A B C D E F df 값F

개구부 2.54 2.28 3.24 3.72 2.78 3.37 5 8.162
**

가 구 3.15 3.43 3.28 3.64 2.70 2.97 5 4.443**

장식물 2.85 2.37 3.07 2.92 2.74 2.70 5 2.577*

*p<0.05, **p<0.01, ***p<0.001

표 집중화에 대한 백화점별 선호도 차이검증< 18> 평균값(M)

백화점 A B C D E F df 값F

개구부

개방
3.08 3.89 3.17 3.32 3.09 3.08 5 3.754***

*p<0.05, **p<0.01, ***p<0.001

표< 17 공간크기에 대한 백화점별 선호도 차이검증> 평균값(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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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고 업무영역은 평균값 로 관리영역과 비교, 2.77

하여 선호도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N 평균값M( ) s.d df 값t

관리영역 73 3.20 1.00
178.188 2.578

*

업무영역 113 2.77 1.30

*p<0.05, **p<0.01, ***p<0.001

표< 21 개구부의 집중화에 관한 선호도 차이검증> 평균값(M)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연구는 사용자 중심에서 백화점의 효율적인 공간계

획에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자 선호도조사를 통하여 지원

시설공간의 계획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때 공간계획방법.

은 기능적측면 경제적측면 그리고 융통적측면을 기준으,

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현재 백화점 지원시설공간에 대하여 사용자들은,

공간의 융통적인측면에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융통성을 고려한 공간계획방법의 모.

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둘째 기능적측면에서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

원시설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부나 개구부를 이용하

여 공간의 적정한 개방감 또는 확장감을 유도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리고 공간동선은 중심형을 공간배치는. , 2, 3

면으로 계획하는 것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다.

셋째 지원시설공간의 경제적측면을 고려해볼 때 유지, ,

관리를 위하여 구조부는 청소용이성 부분을 인체계가구,

는 교체용이성과 보수용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융통성측면을 위해서는 이동식가구를 이용하여,

공간의 크기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구조부를 이용하,

여 공간의 형태변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사용

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기능적측면과 융통적측면과 관련된 공간계획,

방법에 대하여 백화점별로 유의미한 선호차이가 있었고,

경제적측면과 관련된 공간계획방법에서는 업무영역 별

유의미한 선호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지원시설공간계획.

시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고 반영하는 것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구의 지역백화점을 대상으로

지원시설 공간계획방법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

는 것에 한계를 가진다 또한 백화점의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들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사용자 중심에서의 효과적인 공.

간계획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을 확장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후속 연.

구로 향후 사용자 중심에서 효율적인 백화점 공간계획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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