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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배경 및 목적1.1.1.1.1.1.1.1.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년 말 외환위기 이후 년1997 3

여의 꾸준한 구조조정의 결과 능동적인 개방화와 이를,

통한 금융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GDP

었다 각 은행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

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노력으로 세계 대 은행에100

진입하는 은행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부문은 상당부분 개방되었고 한 미· FTA
1)
에 따른

추가적인 개방에 의해 선진금융기관들의 계속적인 진출

로 금융시장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또.

한 향후 은행 증권 보험관련 개별 법안이 통합되면 금, ,

융 업종간의 장벽이 없어지며 금융시장의 전면경쟁 시대

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치면

* 이 논문은 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2007

었음.

서 경제의 성장세가 안정화되고 저금리가 일반화되면서,

고객의 금융욕구 또한 다양화되어 개인의 노력으로 투자

하는 직접투자방식에서 투자전문가를 통한 간접투자방식

으로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길 원하게 되었다 이에.

은행들은 금융기관으로써 과거 전통적인 은행업무1)뿐만

아니라 개인고객에게는 자산운용 소비자금융 보험업 서, ,

비스를 통한 종합적인 자산관리자로서 기업 및 기관고,

객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금융상품제공자로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 로의 고객만족경‘ (One-Stop Service)’

영 및 마케팅전략을 내세우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일반고객들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프리미,

어 시대에 맞게 거액 개인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에 더욱더 치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금융.

1) 자유무역협정 국가 간FTA ( , free trade agreement):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실내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실내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실내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실내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은행 충청지역 지점 사례를 중심으로- A -

A Study on the Modifications of the Interior of Bank Branches due to the Financial ConditionsA Study on the Modifications of the Interior of Bank Branches due to the Financial ConditionsA Study on the Modifications of the Interior of Bank Branches due to the Financial ConditionsA Study on the Modifications of the Interior of Bank Branches due to the Financial Conditions
- Case of ‘A’ Bank Branches in Chung-Cheong Province -

AuthorAuthorAuthorAuthor 소은탁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박사과정 수료So, Eun-Tak / ,

송병하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건축학박사Song, Byung-Ha / , ,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In this study, the modifications of the interior of bank branches that caused by the banking strategy, as well as

customers' behavior,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90s, are investigated. By selecting and analysing the

aspects of remodeling of twelve(12) branches in the Chung-Cheong area, the study finds a certain pattern in the

changes as follows:

1) the area of counseling, including 'private banking' is increased while conventional customer service area is

substantially decreased.

2) Combined with ATM, high-counter area is functionally separated from low-counter in order to provide more

expeditious service.

3) Due to the lack of space of newly furnished 'quick' service area that is located near the entrance of the bank,

entering / exiting possibly becomes agitating experience for customers. More accurate estimation of traffic, and

appropriate space should be allocated in planning the area.

KeywordsKeywordsKeywordsKeywords 은행점포 실내공간 객장 상담영역 빠른창구, , , ,

Bank branch, Interior Space, floor, Consulting Area, Super Quick Serv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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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는 은행의 실내 공간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

화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실내

공간 구성에 대한 연구 보다는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의

연구가 활발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실내공간구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사례를 통해 비교분

석하여 각 공간의 구성과 활용에 대한 발전방향을 은행의

주요공간을 중심으로 제안하여 은행 실내 공간의 계획적

측면에서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연구의 범위 및 방법연구의 범위 및 방법연구의 범위 및 방법1.2.1.2.1.2.1.2.

연구의 범위는 년 외환위기 이전에 설립되어 외환1997

위기를 거치면서 년 이후 금융업무 환경변화에 따른2000

실내공간구성의 변화가 잘 나타나는 은행의 충청지역A

사업본부 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12 .2) 대상으로 선정한

개 점포는 년 이후 금융업무 변화에 대응하기 위12 2000

해 리모델링 되었으며 은행 자체적인 점포유형 분류에, A

근거3)하여 기준이 되는 가지 유형에 속하고 있는 점포3

를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한 개 점포의 객장 영업장 상담실12 , , ,

금융자동화코너 부대공간 등 주요 실내공간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 리모델링 전후 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 )

여 금융환경 변화가 실내공간 변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여 합리.

적인 은행의 실내공간을 계획요소를 제안한다.

은행의 업무환경 변화와 공간구성은행의 업무환경 변화와 공간구성은행의 업무환경 변화와 공간구성은행의 업무환경 변화와 공간구성2.2.2.2.

은행의 환경변화와 업무변화은행의 환경변화와 업무변화은행의 환경변화와 업무변화은행의 환경변화와 업무변화2.1.2.1.2.1.2.1.

전산화 및 무인 가상점포 집중투자(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금융업무의 여러 분야에 변화

를 가속화시켰다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

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인건

비 관리비 등이 많이 드는 창구영업만으론 더 이상 수,

익성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산부분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은행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이

다.4) 오늘날 은행 업무에 있어 전자금융(Electronic

의 기능은 은행 업무를 존속시키는 기반으로-Banking)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특히 월드와이드웹 을 통한 그(World Wide Web)

래픽 인터페이스의 등장으로 사이버뱅킹(Cyber banking)

2) 외환위기 이후 년에 리모델링 되었으며 본2000, 2003, 2006, 2007

연구에서는 년과 년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분석하였다2006 2007 .

3) 은행 영업점 유형분류 충청사업본부A “ ” , 2006

4) 김정희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센터 계획 홍익대학교 석논, , ,

재구성2009, p.8,

단계까지 도달하였다 인터넷 이용환경의 향상 및 확산.

으로 기존의 텔레뱅킹에 비해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통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

이다 또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기반으로 인터.

넷뱅킹은 전자상거래에서 대금지급 체계의 일환까지 담

당하게 되었다 홈뱅킹이나 펌뱅킹서비스를 사이버공간.

상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뱅킹은 은행의 전통적 물리적,

인 장소 개념을 종식시키고 기능적 개념을 부각시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은행들은 무인가상점포.

의 확대와 영업 활성화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영업 손실

을 줄여 비용을 절감해 나감으로써 미래 은행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

은행의 마케팅 전략(2)

은행경영에 있어 마케팅 활동이 중요시 된 것은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고객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은행의

업무범위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종전보다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상품 및 서비스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법이나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은행업무 추진수단의 투입효과 측정이 필요하게 되었으

며 고객이 바라는 욕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은행의 경영전략이나 상품개발 등에 적용하는 노하우를

더욱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시 되었다 이러한 마케팅 전.

략으로 와 같은 사례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PB, FP

같다.

차별화 전략1) PB(Private Banking)

일반적으로 프라이빗뱅킹 이란(Private Banking) , ‘Prio

혹은 과 동일한 의미이rity Banking’ ‘Personal Banking’

며 일반서민에 비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써

수수료나 커미션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부유한 개인고객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컨설팅부터 그에 따르는 여러.

절차의 대행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자산관리 종합서비

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프라이빗 뱅킹의 업무는 크게.

은행 서비스 증권 서비스 신탁 서비스 기타업무 등으, , ,

로 나눌 수 있다.6) 이러한 프라이빗 뱅킹 업무는 정보통

신 기술과 멀티미디어 등의 발달에 따라 고객들의 정보

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그들의 욕구도 다양화됨에

따라 고객의 자산운용 투자상담 등 통상적인 업무에서,

세무 상담 법률자문 미술품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무계획상담 전략2) (Financial Planning)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신 영업점제도의 실시 프라이빗,

뱅킹의 도입 등으로 은행들은 대고객 재무계획업무를 강

화하고 있다 재무계획 상담업무는 재산의 운영 및 설계.

5) 이동수 인터넷뱅킹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및 재이용 의도에 미치,

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재구성, , 2009, pp.16 24,∼

6) 유재석 프라이빗 뱅킹 도입에 따른 국내 금융사의 전략적 활용방,

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논,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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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객들에게 FP(Financial Planner),

등의 전FA(Financial Advisor), CA(Customer Advisor)

문요원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은행.

은 업무의 도입을 통하여 대고객 서비스의 질적 수FP

준을 높일 수 있고 잠재적으로 은행의 실적 제고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전산화 무인 가상점포 은행의 마케팅 전, ,

략에 따른 업무환경의 변화는 객장과 영업장 상담공간, ,

자동화코너 등 실내공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은행의 공간 구성요소은행의 공간 구성요소은행의 공간 구성요소은행의 공간 구성요소2.2.2.2.2.2.2.2.

은행의 실내공간은 크게 객장과 영업장 부대공간으로,

구분되며 객장은 고객이 접하는 공간으로 창구 자동화, ,

코너 출납창구 상담실 대기공간으로 구성되고 영업장, , , ,

은 행원중심의 공간으로 업무공간과 사무 공간 임원을,

위한 공간 등이 포함된다 기타 은행 업무에 필요한 공.

간으로 금고 문서실 회의실 탕비실 화장실 탈의실 등, , , , ,

의 부대공간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실내공간.

은 그림 과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영역의< 1>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객 장 기능적인 공간처리 창구수 예상고객수( , )

출입구 안내/

고객서비스공간 고 객

코너ATM 정보 문화 공간/

슈퍼퀵서비스
공간

로우카운터 상담창구 카운터 하이카운터 빠른창구( ) ( )
슬로우서비스 공간 퀵서비스공간

상담공간

사무공간 쾌적 친밀감 실, , VIP ,
프라이버시 요구

행 원
영업장

은행점포 마케팅주체,

가변성 있는 공간 사무 점포기능 충족/

영업실

금고 부대공간/

그림 은행의 공간구성도< 1>

객장(1)

객장은 크게 동적 공간과 정적 공간으로 구분된다 정.

적 공간은 대기 동작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카운터의 상

황 인지가 용이하고 동적공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효과

적인 좌석배치가 필요하다 동적공간은 보행 전표기입. , ,

하이카운터 로우카운터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으,

로 영업실의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고객업무의 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슈퍼퀵 서비스 공간(Super-quick service

퀵 서비스 공간 슬로우 서space), (Quick service space),

비스 공간 으로 구분된다(Slow service space) .

이들 각 공간은 각기 독립되도록 배치함으로써 객장의

동선이 간결하여 혼잡을 피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카드 이용고객의. ,

급증과 CD(Cash Dispenser), ATM(Automated Teller

등의 자동화기기 도입으로 그 이용도가 늘어Machine)

가고 있는 슈퍼퀵서비스 공간이 객장에서 분리되어 독립

된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7)

그림 객장의 공간구성 예시< 2>

그림 는 대기공간 카운터 자동화코너 등의 객장< 2> , ,

공간구성의 일반적인 레이아웃 을 보여주고 있(Lay-out)

으며 위에서 언급한 업무 처리시간을 기준으로 객장의,

서비스 공간을 분리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슈퍼퀵 서비스 공간1) (Super-quick service space)

텔러 카운터 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업(Teller Counter)

무 중 가 업무 전산화에 의해 처리되는 상황에서60%

자동화코너 로 병행되는 이 공간의 구성은 지점 영업실“ ”

의 계획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단순 출.

금만이 가능한 기로 객장 업무의 일부분을 처리해 왔CD

으나 전산화 및 의 발달에 따라 수표 입 출금 계ATM · ,

좌이체 조회 등 본격적인 단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은, ,

행의 업무 중 창구직원을 통해 처리된 경우는 자41.5%,

동화기기는 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35.6% .8) 최근 ATM

기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무인자동화점포

의 설치를 크게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설치 위치는 주출.

입구 방풍실 부근 영업실에서 기계조작이 가능한 장소, ,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퀵 서비스 공간2) (Quick service space)

하이 카운터 를 중심으로 전산처리에(High Counter)

의한 단순 업무를 취급하는 온라인 창구를 말한다 업무.

의 전산처리와 온라인 예금업무가 자동화기기에 의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창구수가 대폭 축소되어 가고 있다 출.

입이 편리하고 객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위치시

켜 출입구로부터 고객의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 .9)

7) 최용찬 은행지점 영업실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

석사논문, 1992, p.45.

8) 연합뉴스 년 월 일자, 200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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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서비스 공간3) (Slow service space)

예금창구 업무를 수행한다 로우 카운터. (Low Counter)

를 중심으로 고객의 프라이버시 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된 분위기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공간은 가동 칸막이에 의해서 여러 실로 분리되어 가변

성 있게 구성되고 있다 또한 고객과의 금융 상담을. , 1:1

위한 공간으로써 출입구에서의 고객동선이 단순해야 하

며 퀵서비스 공간과 분리하여 프라이버시와 안정성이 유

지되어야 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은행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감을 갖도록 하기위해 디자인의 통일성과 안정감 있

는 세부계획에 의한 배려가 필요하다.10)

영업장의 축소

객장의 확대

창구 레이아웃 분리

자동화코너 온라인코너 예금상담창구

슈퍼퀵서비스공간 퀵서비스공간 슬로우서비스공간

입출금의 자동화
서비스

단순업무의 전산처리 상담 융자 대출환, , , VISA

그림 영업실 구성체계의 변화< 3>

이와 같이 최근의 은행 객장 공간은 기존의 대기 카“ +

운터 에서 업무 처리시간에 따라 카운터 공간 즉 고객” ( ,

응대 공간 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림 과 같) . < 3>

이 은행의 실내공간은 객장을 위주로 구성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같은 면적이라면 영업장이 축소되면서,

객장 면적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객장을 가지 영역 슈3 (

퍼퀵 퀵 슬로우 으로 구분하는 실내공간의 변화를 보이, , )

고 있다.

상담실4)

최근 은행 객장부분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고객과 직원

들이 긴밀하게 관계하는 공간이다 고객의 심리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이므로 특별히 기능적이면서도

쾌적하고 친밀감이 요구되는 공간으로 고객과의 커뮤니

케이션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객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

어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최근에는 주 고객 상담 층의.

구성체계의 변화로 은행은 특수 업무를 띤 고객 상대의

서비스 공간으로 은행보다 고객위주의 실내공간을 형성,

하여야 한다.

영업장(2)

은행 영업장은 직원의 은행업무와 사무공간을 중심으

로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영업장은 지점의.

여건에 맞게 실내공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가변적

9) 박근진 금융업무 변화에 따른 실내 환경 디자인에 관한 연구 경, ,

성대학교 석사논문, 2003, p.22

10) 박근진 상게서, , p.23

공간인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객장과 영업장의 구분이.

명확했으나 최근에는 상담영역과 연계되어 객장의 상담

공간이 일부 상담실 등 영업장의 영역으로 넘어 오(VIP )

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상담실 및 지점장실 응접실. VIP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

한 자동화코너의 강화로 영업장에서 직접 자동화코너 기

계실의 동선을 확보해 주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

며 영업장에서 은행 업무를 위한 창구 공간은 객장의 대

기공간과 양방향 인지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11)

부대공간(3)

부대공간은 금고 문서실 회의실 탈의실 전산실 탕, , , , ,

비실 화장실 공조실 등 객장과 영업장을 제외한 은행, ,

업무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부대공간은 영업장과 관련하.

여 동선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최,

근에 상담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와 연계된 대여VIP

금고의 계획도 증가하고 있으며 보안 및 관리 측면에서,

일반금고와의 관계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영업점 분석대상 및 유형의 분류영업점 분석대상 및 유형의 분류영업점 분석대상 및 유형의 분류영업점 분석대상 및 유형의 분류3.3.3.3.

분석대상의 선정분석대상의 선정분석대상의 선정분석대상의 선정3.1.3.1.3.1.3.1.

본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의 선정 기준은 은행의 충A

청지역 사업본부 산하 개 지점 중 차로 년 이후82 1 2000

년 등에 리모델링된 개 지점을 선정하2003, 2006, 2007 26

였다 은행 충청지역 사업본부는 상기년도에 일괄적인. A

리모델링을 통해 전 후의 공간변화가 명확하여 금융환경·

에 따른 실내공간 변화를 잘 나타내 주는 사례로 판단된

다 개 지점 중 변화의 차이가 잘 나타나는 지점을 영. 26

업점 유형별로 개 지점씩 모두 개 지점을 최종적으로4 12

선정하였다 은행의 영업점 유형은 가계형 기업형 복. A , ,

합형 출장소의 개 유형이며 출장소를 제외한 가지 유, 4 3

형의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다.

영업점 유형 분류영업점 유형 분류영업점 유형 분류영업점 유형 분류3.2.3.2.3.2.3.2.

유형의 분류 목적 및 기준(1)

은행의 영업점 분류 목적은 영업점 유형분류 기준에A

따라 고객 별 영업점 유형을 구분한 후 영업점 유, (Base)

형별 레이아웃 을 표준 제정하고 영업점 유형별(Layout) ,

파일럿 점포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레이아웃을(Pilot)

변경하고 아울러 고객거래 채널에 따라 로우, PB Room,

카운터 하이카운터 및 자동화기기 등을 재조정 배치한,

다 그리고 향후 인력 재배치 및 동등그룹. (Peer Group)

별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년 은. 1999 A

행과 보람은행이 합병 시 미국의 세계적인 경영컨설팅사

11) 박정호 사례분석을 통한 차세대 은행점포 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 ,

국대학교 석사논문 재구성, 2000, pp.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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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맥킨지사(McKinsey company)12)에 의뢰하여 향후 금

융환경에 효율적인 대처방법 및 영업이익의 극대화 방법

등을 연구하도록 지시하였고 맥킨지 사는 당시로는 최초

로 가계형 기업형의 점포별 구분으로 은행영업의 혁신,

적 구분을 제시하였다 영업점의 유형은 가계형 기업형. , ,

복합형이 유형으로 나뉘며 분류 기준은 표 과 같3 , < 1>

이 총고객수의 고객군과 중간고객군 총 거래건수의VIP ,

합계에 의한 기준으로 구분된다.

표 은행 영업점 선정기준< 1> H 13)

유형 구분
분류고객수 거래건수

고객수VIP 고객수Mid 법인고객수 요구불(Mass)

가계형

A 명이상350 천 백명이상1 6 만건이상4

B 명이상350 천 백명이상1 6 만 천건미만2 5

C 명이상350 천 백명미만1 6 만 천건미만2 5

복합형

D 천 백명이상1 6 개이상30 만건이상4

E 천 백명이상1 6 개미만10 만건이상4

F 천 백명이상1 6 개미만10 만 천건미만2 5

기업형
G 개이상30 만건이상4

H 개이상50

유형별 특성(2)

은행 충청사업본부영업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계A ,

형이 개 지점 기업형 개 지점 출장소 개 지점25 , 10 , 11 ,

가장 많은 점포수로는 복합형이 개 지점으로 확인되었36

다 지점유형별로는 복합형이 로 가장 많았고 가계. 43.9%

형 출장소 기업형 순으로 파악되(30.5%), (13.4%), (12.2%)

었다 표 이는 은행의 점포 특성상 가계형과 기업형< 2>.

보다는 복합형이 상가나 기업 등과 병행해서 다수의 지

역에 고루 분포하며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위치를 살펴.

보면 가계형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형 중에서 대전 대전 역전 대, , ,

전영업부 대흥동 도마동 청주중앙점은 상가밀집지역에, , , ,

대덕특구 대화동 온양 천안중앙점은 공단 및 기업이, , ,

밀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

합형은 아파트나 주거 지역을 바탕으로 주변에 상가가

함께 조성된 지역에 위치하며 출장소는 일정지역의 업,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차린 작은 규모의 은행으로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에 위치해 있다.

점포별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살펴보면 가계

형은 가경동지점이 가장 많은 이며 가장 적은434.61 ,㎡

지점은 충남대병원으로 로 확인되었다 출장소 제101.31 (㎡

외 개 지점 중 대전 법원 를 제외한 개 지). 25 32.34 24㎡

점의 평균 전용면적은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288.02 .㎡

기업형은 대흥동 지점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610,50 ,㎡

맥킨지컨설팅 가12) (McKinsey company), 1926 James O. McKinsey

설립한 경영 컨설팅 회사로 경영전략에서 업무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세계 일류 기업 및 공공 기관에게 자문을 제

공하고 있다 미국에 설립된 맥킨지는 현재 전세계 개국에 개. 45 84

의 사무소가 있으며 여 명의 컨설턴트들을 보유하고 있다6100 .

13) 은행 영업점 선정기준 전략기획팀 데이터A “ ”, , 2002

대전역전점이 로 가장 작은 면적을 보였다 개 지86.0 . 10㎡

점의 평균 전용면적은 로 유형 중 가장 많게 나500.24 3㎡

타났다 그 다음은 복합형으로 대전법조센터점이. 569.91㎡

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이고 서산지원이 로 가장, 73.59㎡

적게 나타났다 개 지점 중 논산지원 를 제외한. 36 21.45㎡

개 지점의 평균 전용면적은 로 조사되었다35 333.33 .㎡

또한 를 운영하고 있는 지점은 가계형 점포가 둔산PB

크로바 개 쌍용동 월평동 전민동 황실지점이 각 개2 , , , , 1

로 총 개 지점으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 5

타났다 가계형이 아파트나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부.

유층고객 대상으로 영업 마케팅을 구현하므로 전략적으,

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점포별 전용면적 및 유무< 2> PB 14)

번호
점포

유형
지점명

전용면적 PB

유무
지점명

전용면적 PB

유무

지점

수

평균전용

면적㎡ ㎡

1

가

계

형

가경동 434.61 신방동 297.66

개25

288.02㎡

대전법(

원제외)

노은 353.10 쌍용동 342.21 1

노은중앙 423.39 용운동 297.66

테크노벨리 314.82 월평 388.41 1

대전법원 32.34 유성구청 139.26

대전시청 387.75 유천동 212.85

둔산 크로바 231.99 2 전민동 247.50 1

문화동 224.40 정림동 210.87

법동 286.44 행복 181.83

변동 363.00 황실 252.12 1

비래동 191.07 충남대 430.98

삼천동 272.25 충남대병원 101.31

송촌중앙 327.36

2

기

업

형

대덕특구 108.90 대흥동 610.50

개10 500.24㎡

대전 157.00 도마동 325.38

대전역전 86.00 온양 574.20

대전영업부 375.70 2 천안중앙 435.60

대화동 88.30 청주중앙 364.32

3

복

합

형

갈마동 359.37 예산 273.90

개36

333.33㎡

논산지(

원제외)

공주 424.05 오정동 320.10

관저동 241.56 용문역 465.63

금산 353.10 1 용전동 455.40

논산 264.00 원동 243.54

논산지원 21.45 월평이마트 240.90

당진 272.25 유성 384.45

대동 280.50 율량동 214.83

대천 236.28 은행동 447.48

두정동 362.67 인동인동인동인동 407.22

둔산 411.84 조치원 292.38

부사동 303.93 중촌동 336.93

부여 310.20 천안 522.39

대전법조센터 569.91 2 태안 373.56

서산 363.00 태평동 375.87 1

서산지원 73.59 판암동 227.37

서천 165.00 한밭대로 362.01

성환 264.00 홍성 415.80

총지점수 개71

은행의 실내공간 변화와 구성은행의 실내공간 변화와 구성은행의 실내공간 변화와 구성은행의 실내공간 변화와 구성4.4.4.4.

실내공간 구성요소의 분석실내공간 구성요소의 분석실내공간 구성요소의 분석실내공간 구성요소의 분석4.1.4.1.4.1.4.1.

14) 은행 영업점 현황 충청사업본부A “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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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별 면적조사(1)

은행의 실내공간은 상담공간 영업장 객장 부대공간, , , ,

자동화코너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는 사(ATM) . < 3, 4>

례지점의 리모델링 전후 면적과 각 영역의 면적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번호 지점명 점포유형 전 후 증감

1 A

가계형

161.04 247.43 +86.39

2 B 350.95 355.37 +4.42

3 C 324.78 390.13 +65.35

4 D 266.93 260.37 -6.56

5 E

기업형

312.34 631.02 +318.68

6 F 291.53 421.27 +129.74

7 G 240.13 249.08 +8.95

8 H 848.79 793.85 -54.94

9 I

복합형

435.79 435.79 변동없음

10 J 393.36 393.36 변동없음

11 K 295.60 311.68 +16.08

12 L 320.91 317.53 -3.38

표 영업점 점표유형별 면적 변화표< 3> 단위( : )㎡

상담공간 영업장 객장 부대공간 ATM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A 12.54 85.73 42.90 42.90 57.75 56.43 38.61 51.81 9.24 10.56

% 7.79 34.65 26.64 17.34 35.86 22.81 23.98 20.94 5.74 4.27

B 74.12 108.77 35.84 57.32 58.01 73.26 154.97 78.47 28.01 37.55

% 21.12 30.61 10.21 16.13 16.53 20.62 44.16 22.08 7.98 10.57

C 72.65 67.99 80.42 78.68 92.62 108.88 94.60 93.17 27.96 30.95

% 19.73 17.91 21.84 20.72 25.15 28.68 25.69 24.54 7.59 8.15

D 54.21 49.02 45.53 40.35 78.54 82.54 103.68 98.30 39.18 39.18

% 16.88 15.84 14.18 13.04 24.46 26.68 32.28 31.77 12.20 12.66

E 88.34 281.22 47.09 51.25 102.30 122.53 58.77 142.69 15.84 33.33

% 28.28 44.57 15.08 8.12 32.75 19.42 18.82 22.61 5.07 5.28

F 56.27 233.30 46.70 46.76 81.94 78.97 88.44 31.12 18.18 31.12

% 19.30 55.38 16.02 11.10 28.11 18.75 30.34 7.39 6.24 7.39

G 30.68 25.84 57.43 117.93 89.74 87.37 166.85 168.18 10.76 16.65

% 8.63 6.21 16.16 28.35 25.25 21.00 46.94 40.43 3.03 4.00

H 53.39 48.60 39.46 46.72 65.78 59.93 113.82 113.82 30.45 20.10

% 17.63 16.81 13.03 16.16 21.72 20.72 37.58 39.36 10.05 6.95

I 79.36 135.43 64.15 55.60 141.74 84.41 121.17 109.53 29.37 50.82

% 18.21 31.08 14.72 12.76 32.52 19.37 27.80 25.13 6.74 11.66

J 77.85 83.29 47.38 41.75 152.23 123.68 98.87 96.79 17.03 47.85

% 19.79 21.17 12.04 10.61 38.70 31.44 25.13 24.61 4.33 12.16

K 63.40 80.04 43.11 44.57 64.85 60.21 49.89 48.82 22.25 17.50

% 26.04 31.87 17.70 17.75 26.63 23.97 20.49 19.44 9.14 6.97

L 73.41 77.50 34.65 45.88 98.27 89.28 86.38 86.19 15.62 15.62

% 23.81 24.65 11.24 14.59 31.87 28.40 28.02 27.42 5.07 4.94

표 영업점 각 영역별 면적 변화표< 4> 단위( : , %)㎡

각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가계형(A, B, C, D)

으로 지점은 상담공간의 면적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A

하였으며 객장 부대공간 공간의(7.79=>34.65%) , , ATM

면적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상담영역의 공간 확보

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지점은 부대공간의 면적비. B

율을 크게 감소시켜 부대공간을 제외한(54.97=>78.47 %)

전 영역의 면적을 고르게 증가시켰다 지점은 전체면적. C

의 변화가 작은 만큼 각 영역에서도 변화의 폭이 작다.

객장과 영역의 면적비율이 약 증가했으며 나ATM 3%

머지 영역은 소폭 감소하였다 지점 역시 지점과 유. D C

사하며 전 영역에서 소폭의 증감을 보이고 있다 가계형.

점포의 경우 상담영역과 객장 영역에서 면적비율이, ATM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담공간의 확장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은행의 마케팅 전략에 따른.

것으로 주거 밀집 지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영업 전

략이 실내공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기업형 으로 지점은 전체 면적이(E, F, G, H) E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영업장과 객장의 면적증가,

에 비해 상담영역의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확.

장되는 대부분의 면적을 상담영역 약 과 부대공간( 200 )㎡

확보에 배분하였다 지점 역시 큰 폭의 면적 증가를 보. F

이고 있는데 지점과 같이 상담영역에 대한 확장에 주E

력하였다 지점은 기존의 영업장 객장 부대공간의 면. F , ,

적을 소폭 감소시키면서 새롭게 확장된 면적과 함께 상

담공간을 재구성하였다 반면 지점은 영업장의 면적. G, H

비율만 소폭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영역은 소폭 감소하,

였다 이상의 기업형 사례 역시 상담영역 확장에 주력하.

고 있으며 각 지점의 입지조건 주변상가 및 공단지역, (

등 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유형의 점포인 만큼 외부 환)

경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 한다고 볼 수 있다.

복합형 유형인 지점은 공통적으로 상담역영I, J, K, L

이 확장됨과 동시에 객장의 면적비율이 모두 감소했으

며 지점은 영역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면적증, I, J ATM

가를 보이고 있다 복합형은 주거지역과 인근 중 소규모. ·

상권이 결합한 상업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입

출금 업무 등 단순업무 위주의 점포로써 하이카운터와

영역의 기능강화에 중점을 둔 면적비율을 보여준ATM

다고 할 수 있다.

개 지점의 면적 변화는 개 지점이 증가 개 기점12 7 , 3

이 감소 개 지점이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 .

기업형인 지점은 인근 공단지역 등의 입지적 요인에E, F

따라 면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의 지,

점의 면적은 소폭 증감하였다 표 모든 사례의 각< 3>.

영역에서 일관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상담영역의,

면적비율이 대체로 증가 하고 있(A, B, E, F, I, J, K, L)

음을 알 수 있고 영업장의 면적비율은 개 지점, 3 (B, G,

을 제외한 개 지점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객장H) 9 .

의 면적비율도 개 지점 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3 (B, C, D)

모두 감소한 것으로 타나났다 영역의 면적은. ATM H,

지점이 소폭 감소했고 지점이 변화가 없었으며K D, L ,

나머지 개 지점은 면적증가를 보이고 있다8 .

장에서 언급했던 전산화 및 업무의 강화 등 금융2 PB

환경의 변화가 상담영역과 자동화코너 영역이 확(ATM)

장되고 영업장 및 객장 부대공간의 면적비율이 감소하,

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운터 유형 배치 분석(2) (Low, High, )

카운터는 고객의 은행 이용 행태를 대표적으로 구분해

주는 요소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단순 업무를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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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하이카운터 와 상담 및 예(High Counter)

금창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로우카운터(Low Counter)

로 구분된다 절 참고(2.2 ).

번호 지점명
점포

유형

하이카운터 로우카운터
증감

카운터분리

전 후 전 후 전 후

1 A
가

계

형

3 3 2 2 - × ○

2 B 3 3 2 3 +1(L) × ○

3 C 5 3 3 7 -2(H), +4(L) × ○

4 D 3 2 4 5 -1(H), +1(L) × ○

5 E
기

업

형

5 3 4 6 -2(H), +2(L) × ○

6 F 3 3 3 3 - × ○

7 G 3 2 6 7 -1(H), +1(L) × ○

8 H 4 3 2 6 -1(H), +4(L) × ○

9 I
복

합

형

5 3 3 8 -2(H),+5(L) × ○

10 J 4 3 3 3 -1(H) × ○

11 K 3 2 0 5 -1(H), +5(L) × ○

12 L 2 2 3 5 +2(L) × ○

표 카운터 수량 변화표< 5> 단위( :EA)

표 와 같이 리모델링 후의 카운터 형태의 변화는< 5>

지점 유형과 관계없이 하이카운터는 개 감소하고1 2 ,∼

로우카운터가 적게는 개에서 많게는 개까지 증가하여1 5

하이카운터의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 역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고객의 은행이용 패턴에도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즉 입 출금 이체 등의 단순업무의 비중이 줄고 대출. , · ,

및 투자 등의 상담 업무의 비중이 늘어 카운터의 구성에

도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운터의 배치.

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은 년 창, A 2007

구 세일 기능강화 공사를 통해 하이카운터와 로우(Sale)

카운터를 분리하여 점차 이용이 감소하는 있는 하이카운

터를 대폭 축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동선을 명확.

히 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상담업무 위주의,

로우카운터에서 고객의 프라이버시 확보 차원에서도 긍

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이러한 하이카운터 분리는 자.

동화코너 와 결합하여 기존의 객장 영역에(ATM) [ +ATM]

서 객장 영[ (Low Counter) + (High Counter + ATM)]

역으로 새로운 실내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즉 기존 슬. ,

로우 서비스 영역과 동일한 영역에 존재(Low Counter)

했던 퀵 서비스 영역이 슈퍼 퀵 서비스(High Counter)

영역과 결합하는 형태인 것이다 그림(ATM) < 4>.

이러한 형태의 공간은 고객의 명확한 동선 확보가 가

능하고 그에 따른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업무의 효

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형태라고 판

단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로우카운터 영역으로.

진입하는 고객들이 하이카운터 및 영역을 통과 동ATM

선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 영역 간 고객동선의 충돌이 예

상된다 그림 또한 하이카운터의 수량이 개로 다< 5>. 2, 3

소 일률적으로 조정되었는데 각 지점의 입지 요건과 지

역 고객의 이용패턴에 근거하여 적절한 규모와 수량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변경전 변경후

지점C

지점D

지점G

지점K

지점L

그림 하이카운터와 자동화코너의 구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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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 ATM

High Counter▲

Low Counter●

그림 고객동선 혼잡예상 지점의 사례 지점< 5> (A )

자동화코너의 변화 수량 및 면적(3) ( )

자동화 코너의 기기 수량은 개 지점에서 증가하고 있7

으며 면적은 개 지점에서 증가하고 있다 표 수량, 8 < 6>.

과 면적이 일부 감소한 지점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하이

카운터를 객장에서 분리시켜 영역과 방풍실로 함께ATM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림 이러한 경우는 보다 넓은< 6>.

영역의 면적을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 결과이ATM

다 위에 언급한 하이카운터와 자동화코너가 결합된 새.

로운 영역은 업무 특성상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

게 된다 이러한 공간은 객장 이용고객과 불가피하게 동.

선이 충돌하게 되며 객장의 진입동선은 자동화코너의 통

과 없이 확보되어야 각 영역의 명확한 동선체계를 구성

할 수 있다.

번호 지점
점포

유형

기기 수량
증감

면적
증감

전 후 전 후

1 A
가

계

형

2 5 +3 9.24 10.56 +1.32

2 B 3 6 +3 28.01 37.55 +9.54

3 C 9 7 -2 27.96 30.95 +2.99

4 D 5 5 0 39.18 39.18 0

5 E
기

업

형

2 7 +5 15.84 33.33 +17.49

6 F 2 5 +3 18.18 31.12 +12.94

7 G 3 3 0 10.76 16.65 +5.89

8 H 6 6 0 30.45 20.10 -10.35

9 I
복

합

형

3 9 +6 29.37 50.82 +21.45

10 J 2 6 +4 17.03 41.85 +24.82

11 K 3 6 +3 22.25 17.50 -4.75

12 L 3 3 0 15.62 15.62 0

표 기 수량 및 면적 변화표< 6> ATM 단위 대( : , )㎡

그림 자동화코너의 방풍실 겸용 지점< 6> (K )

가구배치와 진입동선(4)

객장 공간의 가구배치는 대기고객과 카운터의 종류로

구분된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가구배치. < 7>

는 대부분 직선형을 취하고 있다.

번호 지점명
점포

유형

가구배치 진입방향
상담실유형

객장 High Low 전 후

1 A
가

계

형

A B B 정면 측면 일반+VIP

2 B A A A 정면 정면 일반+VIP

3 C A A C 측면 정면 일반+VIP

4 D A A A 정면 측면 일반+VIP

5 E
기

업

형

A A A 정면 정면 일반+VIP

6 F A A A 정면 정면 일반+VIP

7 G A A A 측면 측면 일반

8 H A A A 정면 측면 일반+VIP

9 I
복

합

형

A B C 측면 측면 일반+VIP

10 J A A A 정면 정면 일반+VIP

11 K A A C 측면 정면 일반+VIP

12 L A A A 정면 측면 일반+VIP

표 가구배치와 진입동선< 7>

직선형 곡선형 혼합형A- , B- , C-■

하이카운터에서 나타나는 개 지점 표 의 곡2 < 7-A. I>

선형 배치는 카운터의 수량 개 이 적기 때문에 직선(2 3 )∼

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형이며 로우카운터의 혼합형 표, <

은 직선형에 일부 완만한 곡선형이 결합된 형7-C, I, K>

태로 대체로 직선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직선형 구성은.

영업장과 객장에서 직원과 고객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

어 상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곡선형 구.

성은 매장이 장방형으로 긴 평면을 취할 때 카운터 인지

에 장점이 있으나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완전한 곡선형

카운터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객의 진입방향은 객장 카운터의 정면과 고객의 진입

방향이 정면인지 측면인지를 판단하였다 리모델링 이전.

에는 카운터와 진입방향이 정면 측면 가지로 명확하였2( , )

으나 현재는 카운터 공간이 분리 하이 로우 되어 있기, ( / )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

를 들어 하이카운터가 측면 진입이면 로우카운터는 정면

진입이 되고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 그림 따< 7>.

라서 일관된 구성은 나타나지 않으며 영업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입동선.

의 변화는 리모델링 이전의 사례와 비교해서 일부 동선

이 혼잡해지는 경우가 있어 계획의 주의가 요구된다.

▶

그림 진입방향의 변화 좌 전 우 후 지점< 7> ( ), ( ) - E

상담실의 구성(5)

상담실의 구성은 대부분의 상담영역에서 일반상담과

상담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면VIP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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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구성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개 지점에서 상담영역의8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면적의 증가가 아니.

라 대부분 지점에서 영역을 강화한 것이며 상담영역VIP ,

내에서도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한 전실구성

이 나타나고 고객대기 공간의 쾌적한 환경 확보를 위한

확장으로 판단된다 그림< 8>.

변경전 변경후

지점B

지점F

지점J

지점K

그림 상담영역의 변화< 8>

분석의 결과분석의 결과분석의 결과분석의 결과4.2.4.2.4.2.4.2.

이상과 같이 은행의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각 부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영역별 면적에서 상담영역과 자동화코너의 면적,

비율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객장과 영업장 부대공간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실은 대부.

분의 점포에서 상담실을 계획하고 일반상담실과 고VIP

객간의 프라이버시 확보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자동화코너의 기기 증가와 면적 증가는 단순 업무처리의

무인화를 유도하고 고객 상담 업무에 주력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였다.

둘째 카운터의 변화는 하이카운터의 감소와 로우카운,

터의 증가로 나타났다 자동화기기의 발달로 단순 업무.

를 담당하는 하이카운터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개로2 3∼

카운터 개수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객장.

영역에서 로우카운터와 공간을 공유하던 구성과는 다른

형태로 하이카운터 영역이 객장 로우카운터 영역 과 공, ( )

간적 구분을 이루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하이카운터와 자.

동화코너가 결합된 슈퍼퀵서비스 공간으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슈퍼퀵서비스 공간이 구획된 대부분의 사.

례에서 로우카운터의 진입동선과 중복되는 계획은 혼잡

한 동선체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사항으

로 나타났다.

셋째 카운터 및 고객대기 가구의 경우 객장 면적의,

감소와 하이카운터의 공간적 분리로 대부분의 사례에서

직선형 구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상담공간 및.

하이 로우카운터가 객장에 동시에 계획된 환경에서는 접/

근의 편리성 영역의 구분 인지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

곡선형 혹은 혼합형 가구를 선호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직선형 구성을 취하고 있다 즉 하이카운터 영역이 객장. ,

으로부터 분리되면서 객장 면적이 감소되었으며 객장에

는 동일 기능의 로우카운터만이 존재하므로 직선형의 간

결한 레이아웃이 가능한 것이다 하이카운터는 수량. (2∼

이 적기 때문에 직선형을 취하고 있으며 로우카운터는3) ,

매장의 평면 형태와 카운터 개수 등에 따라 직선형 곡,

선형 혼합형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역시 직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객장의 경우는 모두 직선형으로 나.

타나 고객의 카운터 인지에 유용한 형태를 취했다고 판

단된다.

넷째 고객의 진입방향은 슈퍼퀵서비스 공간이 출입구,

부근에 새롭게 구성되면서 과거보다 동선이 복잡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에 들어서.

서 객장과 자동화코너 가지 진입방향이 있었지만 현재2 ,

는 객장이 하이카운터와 로우카운터로 분리된 형태이기

때문에 가지 진입방향이 나타난다 그림 참고 면3 < 4, 5 >.

적의 여유가 충분치 못한 지점의 경우는 진 출입시에 동·

선의 중복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났다 반면 객장.

내부로 진입한 이후에는 상담을 주 기능으로 하는 로우

카운터와 상담실 영역만이 존재하므로 동선이 간결하게

유지되고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된다 은행의.

마케팅 전략과 부합하여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PB,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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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환경을 개선한 사례로 판단된다 객장공간과 슈.

퍼퀵서비스 영역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진입 및 통과 동

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은행의 실

내공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객장 영업장 부대, , ,

공간 등 각 영역의 면적 비율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상담실 영역의 기능이 강화되고 하이카운터가 객장의 진

입부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객장 자체의 면적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의 강화로 상담실. PB, FP

영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담실이 일반상담실, ,

상담실 상담대기실 등으로 세분화 되면서 객장의 일VIP ,

부에서 점차 독립된 영역으로 분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상담실은 과거 단일 공간 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

일반고객상담실 상담실 대여금고 고객대기 공간 등, VIP , ,

과 유기적 연결을 통해 하나의 상담 영역 을 형성(Zone)

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영역은 로우카운터 고객과 시선.

및 독립된 동선 계획으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

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장과 직접 연결되는,

직원 동선의 계획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객장의 공간적 분리이다 기존 상담 업무 위주의, .

로우카운터와 단순 업무 위주의 하이카운터가 객장 공간

에 공존하던 형태에서 변화하여 하이카운터가 객장에서

분리되어 자동화코너와 결합하는 슈퍼퀵서비스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인터넷환경 및 자동화기기의 발달과.

은행 영업전략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변화로 비교적 단

순 업무를 객장 내 상담영역 로우카운터 상담실 등 까지( , )

들어오지 않고 은행의 진입부에서 쉽게 처리하도록 계획

한 결과이다 이는 객장 내 쾌적환경을 조성하고 프라이.

버시 확보 및 상담업무의 집중도 향상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슈퍼퀵서비스 영역의 면적이.

협소한 이유로 단순 업무처리 고객의 은행이용 환경은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객장과 슈퍼퀵서비스 영역.

은 각 부분의 기능과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하이카운터와

자동화기기 수량을 결정하고 최적의 공간 활용이 가능하

도록 계획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고객의 객장 진입에서 진입부에 위치한 슈퍼퀵,

서비스 영역은 진 출입 동선을 다소 복잡하게 만드는 요·

인으로 판단된다 면적의 제약에 따라 하이카운터 방풍. ,

실 자동화코너가 객장 진입동선과 완벽히 분리 되지 못,

한 사례가 많았는데 최적 면적 산정 및 진입부 위치 조

정 등을 통해서 동선이 혼잡해 질 수 있는 요인을 최소

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은행의 금융환경 변화와 실내공간의 변화

관계를 분석하여 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특정 은행의 사례로써 은행의 일반적인 결론으.

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향후 다양한 사,

례와 사용자 조사를 통해 명확한 계획기법의 제시가 이

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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