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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형마트보다 렴하고 편의성도 높은 창고형 매장에 한 물류 요성이 증 되고 있다. 하지만 창고형 매장의

통합 Depot 치선정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 Depot 치선정을 한 요인도

출 가 치 산출, 상지의 치 우선순 산정을 다기 의사결정 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도입

하여 계산하는 것을 연구의 목 으로 한다. 분석결과, 선정 요인별 요도에서는 수배송 비용 감(0.198)이 가장 높게 나왔으

며, 수배송 거리 감(0.168), 수배송 시간 감(0.149) 순으로 도출 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Depot를 통합 운 시 비용 감과

효율성 증가를 수치화하여 실제 실무자들에게 보다 실 인 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향후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요인의 추가작업을 통하여 분석모형을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창고형 매장, 통합 Depot, 치선정, AHP, 다기 의사결정

Abstract  The importance of logistics of warehouse stores has increased as their prices are cheaper and more 

convenient than those of large supermarkets. However, few studies on integrated depot location selection of 

warehouse stores have been conducted.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derive factors for integrated depot location 

selection and calculate weights and select the location priority of target candidates by introducing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e analysis results exhibited that the most important selection factor was the cost 

reduction in transportation and delivery (0.198) followed by distance reduction in transportation and delivery (0.168), 

and time reduction in transportation. This study quantified the reduction in cost and increase in efficiency if depots 

were integrated and operated thereby presenting more realistic foundational data to hands-on workers. For the future 

study, the analysis model will be needed to be advanced through additional investigation on the factors in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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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오 라인 유통채 인 창고형 매장의 성장이 가속화되

면서 형마트보다 더 렴하고 편의성도 높은 창고형

매장에 한 물류 요성도 더불어 증 되고 있다. 창고

형 할인매장은 1500평 이상으로식품, 의류, 잡화 등의 물

품 군을 산지나 공장과 직 연결하여 통상 인 시 가

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량 매하는 곳을 말한다 [1].

창고형 매장의 시 는 1962년 월마트이며, 경쟁업체보다

렴한 가격을 통하여 빠른 성장을 할 수있었다. 창고형

할인매장은 가격 비 성능을 시하는소비자들의 최근

소비패턴과도 잘 부합한다.

국내에서 창고형 매장을 운 인 C사의 물류구조를

살펴보면, 먼 화물은 부산항, 평택항, 인천공항으로 팔

렛트 단 로 입고된다. 이후 체 물량의 99%는 컨테이

로 운송하여 인천 보세물류센터, 평택 보세물류센터,

양산 보세물류센터로 입고한다. 이후 각 매장에서 출고

요청한 상품에 해 인천 Depot, 평택 Depot, 양산 Depot

로 이동한 후, 국에 있는창고형 매장으로 출고 진행한

다. 데포(Depot)란 수송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집

배 계처를 일컫는다. 2018년 기 입항지에서 Depot까

지의 입고 수송 1회비용은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40FT를

기 으로, 인천 Depot로 수송 할 경우 549,000원, 평택

Depot로 수송 할 경우 531,000원, 양산 Depot로 수송 할

경우 173,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Depot에서 매장까지

출고 수송 컨테이 는 인천 Depot의 경우 연간 6,405 ,

평택 Depot의 경우 8,540 , 양산 Depot의 경우 3,660

로 나타났다. 특히 각 Depot에서 국의 매장까지의 출

고수송 1회 비용은 매장의 치에 따라 한수송비용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실을 반 하여 C사의 경우, 입항 수송부터

매장배송까지 일반트럭 운송 신 컨테이 로 수배송 시

스템을 환하 다. 한 기존 인천 Depot, 평택 Depot,

양산 Depot에서 각각 국의 매장을 상으로 운송하던

시스템을 개선하여, 컨테이 배송 처리용 통합 Depot을

선정하여 이곳을 심으로 배송시스템 반을 통합운송

하는 체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Depot 통합

보다 입고 수송거리, 수송시간, 수송비용 측면에서 합리

인 결과를 기 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의 경우, 창고형 매장의 통합 Depot

치선정에 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2-5]. 이러한 측

면에서 본 연구의 목 은 치선정을 한 요인선정

요인의 가 치 산정, 통합 데포 후보지의 우선순 설정

을 다기 의사결정 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통하여 계산한다. 창고형 매장 이용측면

에서 국내 소비자의 폭발 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창고

형 매장의 통합 데포에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 시의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총 5장구성되어있으며, 제1장에는 연구의

배경 목 , 연구구성에 해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창고형 매장의 정의 특징, 창고형 매장 련 선행연구

를 수행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 방법론인 AHP법에 한

개 인 설명과 평가항목 설정과 수치에 하여 설명한

다. 제4장에서는 통합 Depot 치선정에 한 실증분석

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

하고 시사 , 한계 , 향후 연구과제에 해 설명한다.

2. 현황

2.1 창고형 매  정  및 특징

본 연구의 상인 C사 창고형 매장은 1976년 솔 라

이스(Sol Price)가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회원제

할인 형태로 운 한 라이스 클럽(Price Club)이 시

이며. 매장의 형태는 창고와 비슷하며 인테리어가 매우

단순하고 최소한의 직원만 배치하 다. 한 상품의 경

우 묶음 매를 실시하고 셀 서비스를 유도하여 인건비

를 최소화하 다[6]. 그후 1983년 투자가인 제 리 로

트먼(Jeffrey Brotman)과 함께 750만 달러 자본 으로

커클랜드에 코스트코를 창업했다. 코스트코는 1993년

라이스 클럽과 합병하여 Price Costco라는 회사를 탄생

시켰고, 매장은 라이스클럽과 코스트코 랜드로 함께

운 하 다. 206개 매장에서 연간 1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1997년 코스트코 홀세일 코퍼 이션으로 회사

명을 변경 후, 모든 매장을 Costco로 리뉴얼하 다. 창고

형 매장은 기존의 형 할인 과 달리 가격이 렴하며

물건 가짓수를 크게 인 것이 특징이다.

C사는 2016년 회계연도(2016년 9월∼2017년 8월) 한

국 매출액이 3조 8040억원으로 년 3조 5004억원 비

8.7%증가하여 국내에서 창고형 할인 매장 부동의 1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C사는 국내 유통업계에서

굳건히 1 를 유지하는 유통업체의 상에 걸맞게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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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지역에 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고객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C사의 최근 6년간 매출 황 당

기순이익은 Table 1과 같다.

2.2 창고형 매  련 행연

이혜연(1996)[7]은 SAS PC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빈

도분석과 Chi-Square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회원

제 창고형 매장에 한 소비자 만족연구를 수행하 다.

설문요인에는 요인으로 이용실태, 구매행동, 이용자의

항목별 만족수 , 이용자의 사회 인구학 특성으로 구

성하 으며, 소요인으로는 주차문제, 가격, 품질 등 총 10

개로 구성하 다. 창고형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165명

을 상으로 조사하 으며, 분석결과 상품의 가격에

한 만족도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묶음 매에

한 만족이 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는 유통업

체의 가격 략도 요하지만 소비자들의만족을 높이

기 해서는부 서비스를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다.

박소은 외 3인(2017)[8]은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창고

형 매장의 이용태도 재방문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에 한 연구를수행하 다. 창고형 매장 고객 300명을

상으로 설문을 하 으며, 요인으로는 내향성, 품질 경

쟁력, 이용태도 등 총 14개로 구성하 다. 분석결과

t=15.143, p=0.000으로 이용태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객이 창고형

매장을 이용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략이 매우 요하다고 언 하 다.

이시은(1999)[9]은 ANOVA(Analysis of Variance)분

석을 활용해 소비자의 공간행동을 고려하여창고형 매장

의 동선구성을 고려한 인테리어에 한연구를 수행하

다. 창고형 매장이용 고객 150명에게설문지를배포하

으며, 설문요인으로 진열 이아웃, 매장내 진열방식,

천장등 총 6개 요인으로 구성하 다. 분석결과 소비자들

의 매장 근을 용이하게 하고 매동선을 짧게 하여야

한다고 언 하 다.

이주은(1998)[10]은 빈도분석을 활용하여 회원제 창고

형 할인 에 한 연구를 통하여 창고형 할인 의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창고형 할인 이용 경험이 있

는 여성 200명을 상으로 설문 하 다. 설문요인으로는

품목의다양성, 소량구매 낱개포장, 신상품 구비등 총

8개로 구성하 다. 분석결과 개선 으로 품목의 다양성

이 가장 상 에 나타났다. 자는 품목의 다양성을 늘리

는 것이 가장 요하며, 품질과 디자인에 한 개선도 필

요하다고 주장하 다.

선행연구 결과, 최근 부상하는 창고형 매장에 한 소

비자 만족연구[7], 창고형 매장의 재방문 의도 연구 [8],

창고형 매장의 동선구성 [9], 창고형 할인 의 매 략

상 주요개선 사항 분석 [10]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즉

소비자 측면의 매출 만족도 향상에 련된 연구가 주

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물류창고

Depot에 한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이다. 창고형 할

인 매장의 물류 센터는 일반 인 물류센터와 다르게 복

합 인 시스템을 운 하고, 량 수배송을 한 효율

인 운 을 요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는 부족한 창고형 매장의 통

합 Depot 치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최단거리,

수배송시간, 수배송 비용등의요인을AHP 방법론을이

용해 평가하는 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3. 연 방법론 및 연 계

3.1 AHP법

계층분석의사결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은 정성 인 평가기 과 정량 인 평가 기 을 동시

Periods 2011. 09 - 2012. 08 2012. 09 – 2013. 08 2013. 09 – 2014. 08 2014. 09 – 2015. 08 2015. 09 – 2016. 08 2016. 09 – 2017. 08

Sales
(Ten million

won)
22,900 25,372 28,619 32,000 35,004 38,040

Net income
(Ten million

won)
1,102 1,112 1,315 1,414 1,156 1,186

YOY
increase in
sales (%)

　 10.8% 12.8% 11.8% 9.4% 8.7%

Table 1. Company C's sales and net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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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설문을 통해 의사결정에

한 문제를 수치화 하고, 안에 한 우선순 를 도출

하기 한 다기 의사 결정 모델이다[11-15]. AHP는

복잡한 문제를 평가 기 들로 계층화 하여 요인별로 나

고, 요인들을 비교하여 요도를 도출하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Satty[11]가 제안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법의 가 치 산출방법은 매우 보편화

된 방법론이다. AHP법에 의한 계산 차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복잡한 문제를 계층구조

(Hierarchy Structure)로 분석한다. 단, 계층의 최상층

(Top Level)은 하나로 된 총합목 (Overall Goal)이다.

여기서 총합목 을 제외한 각 벨(level)의 요소는

±가 최 허용치이다. 그리고 계층의 최하층에

체안(Alternatives)을 둔다. 둘째, 벨의 요소(Elements)

간 비교(Pair Comparision)를 행한다. 각 벨의

비교행렬로부터 각 벨의 요소간 가 치(Weights)를

계산한다. 셋째, 벨요소의 평가치를 자료를 통하여 획

득하고, 획득된 값에 가 치를 곱하여 체안

(Alternatives)의 최종순 를 정한다.

3.2 연 계 : 별 평가 항목 정

Depot 통합에 따른 수배송 컨테이 효율성 평가요인

을 도출하기 해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입고 근성, 출

고 편리성, 입고 수송비용 등 20개의 련 요인을 도출하

다. 이후 퀴네앤드나겔, 화인통상, CJ 한통운등 창고

형 할인매장 물류센터를 운 한 경력 15년 이상의 문

가를 상으로 선행연구를 통하여 추출된 요인을 바탕으

로 반구조화 설문을 구성하고 인스토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9개 평가 요인을 다음 Table 2와 같이 도출

하 다.

3.3 연 계 : 통합 Depot 치 정 형

평가모형은 통합 Depot 치선정을 목 으로 한다.

문가 심층면 을 통해 선정된 9개 요인을 활용하여, 양

산, 평택, 인천의 선택 안지를 평가하는 구조로 구성된

다[16].

Fig. 1. Evaluation structure 

Depot 통합에 따른 수배송 컨테이 효율성 평가를

해 안인 Depot 3곳(인천 Depot, 평택 Depot, 양산

Depot)을 평가하 다. 평가에 사용한 세부자료는

ArcGIS를 활용하여 도출한 자료를 활용하 으며. 구체

인 세부 자료는 Table 3과 같다.

Division Material Analysis

Rent of depot
center

Incheon: 35,000 Won/ 3.3 sqm, Pyeogtaek :
28,000 Won / 3.3 sqm, Yangsan : 28,000 Won

/ 3.3 sqm

Warehousing
accessibility

Regions
Incheon
Depot

Pyeogtaek
Depot

Yangsan
Depot

Table 3. Detailed Descriptions of factors

Evaluation factors Definitions

Rent of depot center
Rent fee of alternatives such as
Incheon, Pyeogtaek, Yangsan (3.30
sqm/KRW)

Preference of depot
center location

Preference of each Depot
(Incheon, Pyeogtaek, Yangsan)

Warehousing
accessibility

Actual distance from sea or air port to
Warehourse (Km)

Shipping convenience
Actual distance from depot to store
(Km)

Cost of warehousing
and transportation

Actual cost from sea or air port to
Warehourse (Km)

Shipping and delivery
cost

Actual cost from depot to store (Km)

Cost reduction in
transportation and

delivery
Cost reduction (decreasing rate)

Distance reduction in
transportation and

delivery
Distance reduction (decreasing rate)

Time reduction in
transportation and

delivery
Time reduction (decreasing rate)

Table 2. Descriptions of Evalua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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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해 물류센터 련 업무를 하

고 있는 업체와 직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

다. 총 60부를 배포하여 항목이 락되거나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한 53부를 분석에 활용 하 다. 회수한 설문지

가운데 일 성이 없는 24부를 분석에서 제외 시켜 실제

분석에는 29부를 활용하 다. 설문조사에 한 인구 통

계학 특성은 다음 Table 4와 같다.

Organizations Years of experiences

Manager of
logistics center

18 persons
5~9 years 4 persons

10~14 years 8 persons
Manager of
logistics
consulting

6 persons
15~19 years 8 persons

20~24 years 7 persons

Manager of
logistics project

5 persons 25 years over 2 persons

Sum 29 persons Sum 29 persons

Table 4. Respondents’ profile

4. 실

4.1 별 도 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 별 가 치에 따른 Depot 통합

시 수배송 컨테이 효율성의 요인을 도출하기 해 계

층분석법(AHP)을 로그램화한 Expert Choice 11을 사

용하 다.

Depot 통합에 따른 수배송 컨테이 효율성 요인을

분석 한 결과, Fig. 2와 같이 ‘수배송 비용 감 요인’이

0.198, ‘수배송 거리 감 요인’이 0.169, ‘수배송 시간 감’

이 0.149 ‘입고수송 비용’이 0.087 순으로 나타났다. 9가지

요인 ‘수배송 비용 감’이 가장높은 가 치를 보 다.

이는 Depot 통합 시 비용 감이 가장 요하다는 결

과이고, 창고형 물류센터의 물류비용 운송비용이 많

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비용을

감해야 하는 이유에서 기인한다. 다음으로 수배송거리

에 한 요인이 높았으며, 이는 입항지로부터 입고되는

시간과 매장에 배송을 하는 시간에 한 리드 타임을

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인을 종합 으로 볼 경우

입고와 출고의 어느 한 부분 보다는 체 수배송 흐름에

한 향을 주는 요인들이 높은 가 치를 보이고 있다.

유의확률은 0.00189로 기 치 0.1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분석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Weights by Factors

4.2 별 대안간 실  

1) Depot  대 가격 

Depot 센터 임 가격 요인의 안간 평가는 Fig. 3과

같이 평택 (0.413), 양산(0.301), 인천(0.286) 순으로 평택

Depot가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의

경우 인천항 는 부산항 물류단지의 임 료보다 비용이

어 가장 높은 안으로 평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천의 경우 이미 물류센터가 포화상태이며, 인천항만공

Incheon
Airport

26.1 km 77.6 km 420.3 km

Pyeogtaek
port

90.8 km 0.8 km 376.5 km

Busan port 416.0 km 357.7 km 32.3 km

Shipping
convenience

Regions
Incheon
Depot

Pyeogtaek
Depot

Yangsan
Depot

Min 26.7 km 32.1 km 21.4 km

Max 401.0 km 340.6 km 387.6 km

Cost of
warehousing and
transportation
(Daliy cost)

Incheon: 14,766,102 Won, Pyeogtaek:
14,041,059 Won, Yangsan: 5,719,098 Won

Shipping and
delivery cost
(Daliy cost)

Incheon: 10,394,400 Won, Pyeogtaek :
10,867,600 Won, Yangsan: 20,328,400 Won

Cost reduction in
transportation and

delivery
(decreasing rate,

%)

Incheon: 13.8 %, Pyeogtaek : 14.6 %,
Yangsan: 10.7 %

Distance reduction
in transportation
and delivery

(decreasing rate,
%)

Incheon : 8.2 %, Pyeogtaek : 16.4 %,
Yangsan: 17.8 %

Time reduction in
transportation and
delivery(decreasing

rate, %)

Incheon : 8.2 %, Pyeogtaek : 16.4 %,
Yangsan: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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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임 하는 아암물류단지는 평택 항만공사에서 임

하는 비용보다 수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임

료에서는 가장 낮은 안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0.01로 기 치 0.1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

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0.076

0.073

0.08

0.068 0.07 0.072 0.074 0.076 0.078 0.08 0.082

Incheon

Pyeongtaek

Yangsan

Fig. 3. Depot Center Rental Price Factor

2) Depot  지 호도 

Depot 센터 입지 선호도 요인의 안간 평가는 Fig. 4

와 같이 인천 (0.379), 평택(0.354), 양산(0.267) 순으로 인

천 Depot가가장 높은 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류 센

터 치가 도심에가까이 치해 있고, 부가 인 작업 진

행을 한 인원 수 과 인 라 확충이 잘 되어 있고, 인

원 출퇴근 등의 불편함이 없기에 높은 안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유의확률은 0.00033로 기 치 0.1 보다 작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Fig. 4. Depot Center location preference factor

3) 고 접근  

입고 근성요인의 안간 평가는 Fig. 5와같이양산

(0.366), 평택(0.349), 인천(0.285) 순으로 양산 Depot가 가

장 높은 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고 컨테이 의 경우

부산 입항이 체 물돌양의 89% 이기에 가장 입고 근

성이 좋은 양산 Depot가 도출 된 것으로 보인다. 유의확

률은 0.01로 기 치 0.1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

석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Accessibility factors for goods receipt

4) 출고 편리  

출고편리성 요인의 안간평가는 Fig. 6과 같이 평택

(0.468), 인천(0.468), 양산(0.246) 순으로평택 Depot가 가

장 높은 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고 배송의 경우수도

권과 경남권, 충남권에 한 배송이 원활해야 하고 거리

상 간에 치한 평택 Depot가 도출 된 것으로 보인다.

유의확률은 0.01로 기 치 0.1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분석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0.285

0.468

0.246

0 0.1 0.2 0.3 0.4 0.5

Incheon

Pyeongtaek

Yangsan

Fig. 6. Convenience factor

5) 고 수  비용 

입고 수송 비용 요인의 안간 평가는 Fig. 7과 같이

양산(0.406), 평택(0.369), 인천(0.225) 순으로 양산Depot

가 가장 높은 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산 Depot의 월

평균 수송비용이 5,719,098원으로 평택Depot과 인천

Depot의 비용보다 낮기에 양산 Depot이 도출 된 것으로

보인다. 유의확률은 0.01로 기 치 0.1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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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st of Goods Receipt Transportation Cost

6) 수배  비용 절감 

수배송비용 감 요인의 안간 평가는 Fig. 8과 같이

평택 (0.450), 인천(0.355), 양산(0.195) 순으로 평택Depot

이 가장 높은 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택 Depot의 수

배송 비용이 통합 보다 14.6% 감 되어 인천

Depot(13.8%), 양산 Depot(10.7%) 보다 낮기에 평택

Depot이 도출 된 것으로 보인다. 유의확률은 0.00211로

기 치 0.1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0.355

0.45

0.195

0 0.1 0.2 0.3 0.4 0.5

Incheon

Pyeongtaek

Yangsan

Fig. 8. Shipping Cost Reduction Factors

7) 수배  거리 절감 

수배송거리 감 요인의 안간 평가는 Fig. 9와같이

양산 (0.399), 평택(0.368), 인천(0.233) 순으로 양산Depot

가 가장 높은 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산 Depot의 수

배송 거리가 통합 보다 17.8% 감 되어 평택

Depot(16.4%), 인천 Depot(8.2%) 보다 낮기에 양산Depot

가도출 된것으로 보인다. 유의확률은 0.01로 기 치 0.1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0.233

0.368

0.399

0 0.1 0.2 0.3 0.4 0.5

Incheon

Pyeongtaek

Yangsan

Fig. 9 Shipping distance reduction factor

8) 수배  시간 절감 

수배송시간 감 요인의 안간 평가는 Fig. 10과 같

이 양산 (0.401), 평택(0.363), 인천(0.236) 순으로 양산

Depot가 가장 높은 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산 Depot

의 수배송 시간이 통합 보다 17.8% 감 되어 평택

Depot(16.4%), 인천 Depot(8.2%) 보다 낮기에 양산

Depot가 도출 된 것으로 보인다. 유의확률은 0.01로 기

치 0.1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0.236

0.363

0.401

0 0.1 0.2 0.3 0.4 0.5

Incheon

Pyeongtaek

Yangsan

Fig. 10. Reduction Factors for Delivery Time

9) 종합 결과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물류창고 Depot에 한 연

구는 극히 미비한 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고형 매

장의 통합 Depot 최 치를 분석한 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앞서 요인별 안간 평가에 한 결과는

Fig. 11과 같이 분석 되었다. Depot 통합에 따른 입출고

컨테이 효율성 한 종합평가값을 분석 해 보면, 평택

Depot로 통합 시 0.383 으로가장 높은 수를 보이며, 그

뒤로 양산 Depot(0.315), 인천 Depot(0.301) 순으로 나타

났다. 평택 Depot는 임 가격 요인(0.413), 매장과의 거

리 기 으로 단되는 출고편리성요인(0.468), Depot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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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효율성평가를 한 가장 주요한 요인 하나인 수

배송 비용 감(0.450)에서 다른 Depot 보다 우 를 나타

냈다. 한 Depot 센터 입지 선호도(0.354), 입항지에서

Depot과의 거리 기 으로 단되는 입고 근성(0.349),

입항지에서 Depot로 수송하는 비용에 한 기 을 참고

로 한입고 수송비용(0.369), Depot에서각 매장으로 출고

배송 하는 기 을 참고로 한출고 배송 비용(0.356), 입고

수송과 출고배송을 같이 고려한 수배송 거리 감(0.368),

수배송 시간 감(0.363)에서 차선의 안으로 선정된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0.301

0.383

0.315

0 0.1 0.2 0.3 0.4 0.5

Incheon

Pyeongtaek

Yangsan

Fig. 11. Alternative Assessment Results

5. 결론 및 시사점

기존 유통시장의 포화, 규제강화, 모바일 쇼핑의 부상

등으로 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형유통업체들

은 가격할인, 디지털화, 상품진열 차별화의 장 을 가진

창고형 매장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오 라인 유통 채

인 창고형 매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형마트보다 더

렴하고 편의성도 높은 창고형 매장에 한 물류의

요성도 더불어 증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에서는 AHP법을 활용한 창고형 매장의 컨테이 Depot

치선정을 연구의 목 으로 하 다.

선정 요인별 요도에서는 수배송 비용 감(0.198)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수배송 거리 감(0.168), 수배송 시

간 감(0.149), 입고 수송 비용(0.087), 출고 배송 비용

(0.086), 출고 편리성(0.084), 입고 근성(0.080), Depot

센터 임 가격(0.076), Depot 센터 입지 선호도(0.073) 순

으로 도출 되었다. 해당 선정 요인으로 안간 평가를 분

석한 결과, 평택 Depot로 통합 시 가 치가 0.383으로 나

타나, 양산 Depot로 통합 시(0.315), 인천 Depot로 통합

시(0.301) 보다 효율성이 좋다고 단되었다. 평택 Depot

의 경우 수배송 비용 감(0.450), 출고 편리성(0.468),

Depot 센터 임 가격(0.413) 안 평가에서 다른 2곳의

Depot 통합 시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Depot

센터 입지선호도(0.354), 입고 근성(0.349) 입고 수송

비용(0.369), 출고 배송 비용(0.356), 수배송 거리 감

(0.368), 수배송 시간 감(0.363) 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안으로 나타났다.

재 다수 유통업체들은 출산과 1인 가구의 증가

에 따른 비용 감 노력의 일환으로 물류 효율성 증 를

통해 비용 감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C사의 사례를 들어 Depot를 통합 운 시 비용 감과

효율성 증가를 수치화 하 으며, 이는 실제 실무자들에

게 보다 실 인 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결과에 한 실무자 차원의 의견을 분석하기

하여[17], 실제 창고형 매장 실무자 5인에 한 추가인

터뷰를 진행하 다. 체 의견은 본 연구결과의 상 3

개 요인인 수배송 비용, 수배송 거리, 수배송시간이실무

측면에서도 요하다는 합의가 있었다. 단, 문가 A, B

는 창고형 매장의 통합 Depot 치 선정에 있어 수배송

비용 감을 1순 로 선정 하 고, 문가 C는수배송거

리와 시간을 각각 1순 , 2순 로 평가하 다. 한 문

가 D, E는수배송거리, 수배송시간, 수배송비용순으로

요도를 평가하 다. 실무 문가들의 구체 인 순 에

서 보이는 차이 은 근무하는 창고형 매장의 치, 매

략, 납품업체와 연계성, 수입상품을제외한 내국상품의

매 의존도 등의 략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학

문 차원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가 부족한

창고형 매장의 Depot 통합시 치선정에 한 평가모형

을 제시하 다. 구체 으로 평가를 한 요인도출, 요인

의 가 치 산정 최 통합 Depot의 치를 제시하

으며, 련 후속연구에 기 가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의 실무 차원의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고

형 매장의 업이익은 체 매출액에서 3.1 %에 해당할

정도로 은 편이다. 이는 창고형 매장이 심한 경쟁상황

에 노출된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통합

Depot 운 시, 수배송 비용, 수배송 거리, 수배송 시간 등

이 감될 것으로 기 되며, 이를 통한 체 업 이익에

미치는효과는 클것으로기 된다. 셋째, 본 연구의정책

차원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최근 환경문제로 인해

녹색물류의 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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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C사와 같은 유통업체의 Depot 통합

을 통한 화물차 운 수 감과 인력 활용의 효율성 증

는 교통량 축소 Co2 배출 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망된다. 이는 궁극 으로 물류비용 감과 환경개선

효과를 거둘 수있다. 한최 임 인상, 유통업체의 과

다 경쟁 등 내외 으로 경 환경이악화되는 상황에서

Depot을 통합하면 각 매장에 한물류서비스 응력 강

화와 물류운 의 효율성 향상 등 물류 경쟁력을 강화시

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기업의 이익 창출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C사의 사례는정부가 국내유통산업

합리화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창고형 매장의 Depot 통합

분석 과정에서 물류비, 인원, 장비, 물류센터물동량 처리

여부 등에 한 내용을 반 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 외에 특히 제도 요인 등 세부 인 요인들

을 포함하지 못하 다. 한 C사의 모델만을 가지고 분

석하 기 때문에 타 유통회사의 창고형 매장과 련된

객 인 비교가 없으며, 운송수단이 트럭이 아닌 컨테

이 로 가정하 다는 장비 용의 한계도 존재한다. 향

후연구에서는 물류비용, 인원, 장비, 물류센터 물동량 처

리 여부 등의 세부 요인과 법 규제, 정부 지원, 환경

리, 안 리 등의 정책 요인등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한 형할인매장, 타 유통업체 등의

Depot 통폐합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최 의 안을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요인분석 등의 계량

화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엄 한 변수선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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