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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식업계의 성장과 기업화 과정을 통하여 POS 시스템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며 관련 데이터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

한 경향에 따라 종래와 다른 영업정보의 분석·생산을 위한 빅 데이터 기반의 요식업계 POS 데이터 분석시스템으로, 지역별 업

계 영업현황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요식업계는 물론 정책 생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구현하여 제안한다.

키워드: 요식업(Foodservice Industry), POS, Big Data

I. 서 론

대형 영업점 등에서 사용되던 판매 시점 관리시스템(POS)이 최

근에는 대부분의 중소 요식업계에까지 이용되고 있다. POS 시스템

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저장 및 축척이 되고 

있으며, 이런 데이터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의 양이 많고 실시간으로 갱신이 요구되는 처리에는 

빅 데이터 처리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집되는 POS의 

방대한 자료를 빅 데이터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분석하고 통계 

도출을 통해 요식업계의 수요 예측은 물론 요식업체 경영의 의사결

정에 필요한 새로운 도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확대 분석·적용하

면 특정 지역 요식업체의 위치선정은 물론 영업 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역별 요식업계의 

POS 시스템의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요식업계 POS 
빅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설계·구현하였다. 

II. 관련 연구

POS(Point-of-sale) 시스템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백화점, 할인

점, 슈퍼, 전문점, 편의점, 대형할인점 등의 다양한 매장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상품관리, 고객관리 및 매장관리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으

로 데이터가 발생한 시점에서 수집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빅 데이터의 활용 측면의 개념으로 Doug[1]는 빅 데이터의 특징을 

3V(Volume, Variety, Velocity)로 표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 

데이터 처리 방법을 이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2, 5]. 
특히 관련 기반 기술로는 하둡(HDFS, MapReduce) 등의 분산 파일 

시스템 환경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기존 RDBMS(Relational Data 
Base Management System)의 변형 형태인 NoSQL이 단순한 분산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를 넘어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 

RDBMS의 데이터를 Sqoop 등의 오픈 소스를 이용해 하둡 에코 

시스템과의 연동 및 처리까지 가능해져 기존 시스템에서도 도입이 

가능해졌다.

III.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그림 1.은 기존의 POS 시스템과 빅 데이터 분석처리를 부가한 

요식업계 공통의 수요 분석시스템의 처리 과정이다. 

그림 1. POS의 빅 데이터의 처리 과정

Fig 1. Processing flow of POS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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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POS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DB에 저장한 후에 하둡

(hadoop)을 이용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정

보를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이다. 예를 들어, A 지역의 판매량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주어진 기간의 판매데이터를 분석하여 기간별 판매량의 추이, 전월

대비 판매량의 급증이나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는 메뉴 추천, 판매량

의 증감 수치를 분석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공된 데이터에 의한 수요 

예측 등에 활용한다.

그림 2. 데이터 분석 예시

Fig 2. Example of Analysis data

그림 242.는 앞에서 언급한 주어진 기간의 판매데이터를 분석하

여 기간별 판매량의 추이를 임의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모델화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김치찌개와 불고기와 같은 우리 입맛에 맞는 

한국 고유의 음식은 전월대비 판매량의 변화가 비슷하며, 중국 음식

과 우동은 한 달 사이 급증한 걸로 나타나고 있으며, 초밥과 덮밥은 

판매량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급작스런 기온변화로 소비자

들이 배달음식과 따듯한 국물을 많이 선호하여 판매량이 증가했다

는 것으로 분석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빅 데이터 분석기법으로 특정 지역의 POS 데이터

를 이용하여 자료 간의 관계, 패턴 및 규칙 등을 찾아내어 요식업에 

일반화된 POS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여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주어진 기간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간별 판매

량 추이, 전월대비 판매량 급증이나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는 메뉴 

추천, 판매량 증감 수치 분석을 통한 수요 예측 등이 가능하다. 분석

된 데이터를 통해 지역별 정책 수립이나 관련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함은 물론이고, 요식업 예비 창업자, 요식업 경영자 등에게 객관

적 데이터를 통한 영업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다만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으므로, 추후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을 위하여 자료

의 축적·분석 알고리즘의 개선 및 최적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청 산학연 첫걸음 사업을 통해 작성된 논문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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