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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업의 매장에 설치된 POS(Point of sale) 또는 Smart device를 이용하여 빈 방 또는 빈 테이블 등의 서비

스 가능 공간 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다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장주 입장에서는 한산한 시간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고객은 애플리케이

션에 접속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이용하고자하는 서비스 매장을 선택하여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서비스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 및 결제를 한 후, 일정 시간 내에 해당 매장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매장주는 POS 또는 Smart device
를 통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서비스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다.

키워드: 실시간 가격 변동 시스템(System in real-time price changes), POS(Point of Sales), 스마트 기기(Smart Device)

I. 서 론

통계청에 따르면 창업 3년 후, 55%에 가까운 업체가 문을 닫는다

고 한다. 절반 이상의 업체가 폐업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실상 

업체가 고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문을 닫는 경우가 대다

수다. 특히 고정비가 높은 서비스업의 매장 입장에서, '빈자리'는 

곧 '손해'이며 '손님'이 곧 '돈'이다. 
숙박업, 요식업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매장주들은 손님을 유

치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전단지, 쿠폰북 또는 행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매장을 홍보했다. 
하지만 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2012년도 인구 대비 스마

트폰 보급률 1위(67.8%)를 기록하는 국내 시장에서는 Smart 
device를 활용한 광고 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정 수 이상

의 구매자가 모이면 커다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를 통한 광고가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입한 고객들은 차별대우 및 

과대판매로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할 수없는 불편함을 경험하게 

됐으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광고를 의뢰한 매장주들은 

소셜커머스 업체에 매출의 20~30%의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 수익을 떠안아야 했지만, 다른 광고 수단이 

부족하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셜커머스를 통한 광고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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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왔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서비스업은 사람들이 몰리는 피

크 타임과 매장이 한산한 시간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 점을 착안하여 

"매장이 한산한 시간에 어떻게 '고객'을 유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점 해결을 고려해본 결과, 매장 현 시점의 서비

스 가능 공간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하여 합리적인 가격으

로 고객을 유도 하는 시스템을 생각했다. 즉, 서비스 판매 매장의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여 서비스 가능 공간 수에 따라 가격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되면 소셜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하면서 고객은 보다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매장

주는 서비스 가능 공간에 고객을 빠르게 유치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

인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  이 시스템은 현재 많은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POS 또는 Smart device와 고객들이 사용하는 Smart device
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II. 본 론

1. 비즈니스 모델

제안 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실시간 가격변동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Fig. 1.  Real-time cost adaptive system models in business

본 비즈니스 모델은 시스템개발자가 서비스를 구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다. 매장주는 서비스를 의뢰하고, 
시스템개발자는 매장정보 및 서비스 가능 공간 수를 자동 또는 수동

으로 받을 수 있는 POS 또는 Smart device와 연동하여 매장주가 

원하는 비율에 맞게 가격 변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고객이 해당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현한다. 
고객은 위치기반서비스를 기반으로 자신과 가까운 매장을 클릭한 

후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가격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결제 후 

자동 예약이 된다. 고객은 약속된 시간 내에 해당매장에 가서 결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고객이 결제한 매출은 자동으로 매출

액의 10%가 시스템 개발자의 수익으로 이체되며, 나머지 90%는 

매장주에게 이체된다.
적용 가능한 업종은 대표적으로 요식업, 숙박업, 운송업 및 게임

업이 될 수 있다. 요식업 매장의 경우 요식업 서비스를 위해 제공되

는 테이블(table)수가 중점이 된다. 또한 숙박업 매장의 경우 숙박업 

서비스를 위해 제공되는 룸(room)이며, 운송업의 경우 운송을 위해 

제공되는 교통수단 -예를 들어 버스, 기차, 비행기 등의 좌석(seat)-

이 판매의 대상이 된다. 또한 매장이 스포츠 경기장-예를 들어 야구 

경기장-인 경우 관람좌석이 판매대상일 수 있다.
해당 비즈니스 모델의 주 타겟이 될 수 있는 숙박업소의 환경 

분석을 위해 서울 시내의 숙박업인 호텔 및 모텔 총 71곳을 방문하여 

해당 비즈니스의 사용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62곳(87%)
에서 “사용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으며, 나머지 9(13%)
곳은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복잡하다는 이유

로 “사용 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설득을 한다면 나머지 9곳 또한 향후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고객(End User) 총 211명을 대상으로 강남역에

서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173명

(82%)을 차지했다.

2. 시스템의 구성도

제안 시스템의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2. 실시간 가격변동 시스템의 구성도

Fig. 2.  Configuration of Real-time cost adaptive system

실시간 가격변동 시스템의 구성도는 매장 내에 설치된 POS(1) 
또는 Smart device와 데이터통신을 수행하는 할인쿠폰 발행서버(2)
를 포함하며, 모두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상태이다.

POS(1) 또는 Smart device는 사용자로부터 매장에서 개별단위

로 판매 또는 서비스되는 상품의 잔여수량에 따른 할인율 정보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입력받아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서비스 가능 

잔여수량을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할인쿠폰 발행서버(2)에 전송한다. 
요식업 매장인 경우, POS(1) 또는 Smart device는 요식업 서비

스를 위해 제공되는 테이블(table)의 잔여수량에 따른 할인율 정보

를 입력받아 네트워크를 통해 할인쿠폰 발행서버(2)에 전송하고, 
테이블의 잔여수량을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할인쿠폰 

발행서버(2)에 전송할 수 있다.
한편, POS(1) 또는 Smart device는 할인율 정보를 먼저 매장주

로부터 입력받은 후 상품의 잔여수량을 파악하여 잔여수량만 실시

간으로 할인쿠폰 발행서버(2)에 전송하거나, 할인율 정보와 상품의 

잔여수량을 동시에 할인쿠폰 발행서버(2)에 전송하거나, 상품의 잔

여수량을 먼저 할인쿠폰 발행서버(2)에 전송한 후 뒤이어 할인율 

정보를 할인쿠폰 발행서버(2)에 전송할 수 있다. 
할인쿠폰 발행서버(2)는 POS(1) 또는 Smart device로부터 실시

간으로 수신된 상품의 잔여수량 정보 및 POS(1)로부터 수신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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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정보에 기초해, 할인율 및 할인쿠폰 발행수를 달리하여 상품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할인쿠폰을 발행한 후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상

에 제공한다. 이때, 할인쿠폰 발행서버(2)는 웹 사이트(3)를 운영하

여, 상품에 대한 하나 이상의 할인쿠폰을 웹 사이트(3) 또는 애플리

케이션(4 또는 5)상에 실시간으로 게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매자

들은 웹 사이트(3) 또는 애플리케이션(4 또는 5)상에서 원하는 할인

쿠폰을 선택 및 결제 하여, 제한시간 내에 해당 매장에서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구현 화면

본 장에서는 2. 시스템의 구성도를 바탕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

션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림 3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현 위치에서 서비

스 가능 매장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즉시 파악 할 수 있다.

그림3. 내 주변의 서비스 가능 매장 찾기

Fig. 3.  Finding a retailer's available services within the 

surrounding

그림3을 보면 서비스 가능 매장은 빈 동그라미와 자주색 바탕으

로 표현 되어 있으며, 서비스 불가 매장은 V표시와 함께 연한 연두색 

바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4. 서비스 가능 매장 및 세부 사항

Fig. 4. Available store and details 

사용자가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거리 순서 또는 할인율 

순서로 화면을 보기 원한다면 그림4의 첫 화면을 볼 수 있다. 사용자

는 각각의 매장들을 클릭하여 각 매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진 

및 이벤트 내용들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4의 오른쪽 화면을 보면 

해당 매장에서 제시한 할인율과 인증시간을 볼 수 있다. 사용자는 

매장에서 제시한 인증시간 내에 해당 업소에 방문할 수 있다면 할인

된 가격으로 결제를 한 후, 인증시간 내에 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결제 즉시 인증 시간이 줄어들며, 이 

내용은 매장주의 POS 또는 Smart device에 전송되므로 매장주는 

해당 고객이 인증 시간 내에 올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매장주는 효과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인증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패널티로 정해 

패널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며, 매장에는 패널티의 

80% 금액을 제공하여 고객이 오지 못했을 때의 피해를 줄인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매장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소셜커머스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제공할 수 있다.

III.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실시간 가격 변동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변동

되는 서비스 가능 공간 수에 따라 변동 되는 가격을 자동 또는 수동

으로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매장주 입장에서는 고객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으며,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고객은 내 주변에 

위치한 매장의 변동가격을 즉시 확인하여 보다 저렴하게 해당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이와 비슷한 광고 플랫폼 및 소셜커머스

가 존재하지만 예약 불가, 과대판매 및 서비스 질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이 소셜커머스를 보안할 수 있으며, 소비

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차후 연구로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보다 효과적이

며 효율적인 거래를 도와주며 SNS 기능을 추가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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