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기술의 변화와 련하여, 세계 으로 화두가 될 수 있

는 기술의 흐름을 가트 (Gartner)에서 발표하고 있다.

가트 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 ∼ 2018년도의 핵심

기술에 한커다란 변화는 없어 보인다[1]. 그만큼 재

의 기술의 변화가 향후 세계 시장에서 필요한 핵심 카테

고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트 발표 자료에 따른 2017년도 2018년도의 10

략 기술을 토 로 하여 기술 트랜드 변화를 살펴보

면 의 Table 1과 같다. 2개 년도에서 공통 으로 보이

고 있는 핵심 인 키워드로는 Intelligent, Digital, Mesh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카테고리에해당하는무인마

켓에 해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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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마켓은 미국 국이 기술 시장 잠재력 측

면에서 주도 인 역할을 하고 있다. 표 으로 기술력

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아마존에서 개발

한 아마존고(Amazon Go)는 2016년무인 마켓의 실체를

세상에 알린 해 다. 아마존 고(Amazon Go)는 세계 최

자상거래업체인 Amazon에 의해 운 되는 식품

(grocery store)으로, 첫 번째 매장은 2016년 12월 5일에

직원에게 공개되었으며[2-5], 2018년 1월 22일에 일반인

에게 공개되었다[6-9]. 매장에서는 식품, 식사 류, 제한된

식료품 술을 구매할 수 있도록 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마켓의 등장 배경으로부터 시작하

여 무인마켓의 표 인 상징 국가인 미국 국의

황을 알아보고 향후 시장 망에 해 기술하 으며, 무

인 마켓에 필요한 요 핵심 사항들에 해 기술하 다.

2. 무  점포

2.1 미

아마존 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슈퍼마켓에서는

슈퍼마켓 운 을 해 필수 이었던 계산을 한 인력이

나 계산 가 필요가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를 해 필수 으로 인공지능과 련된 요

소 기술들이 필요함으로서 인공지능 마켓이라 불리기도

하 다.

2016년 12월 5일 '아마존 고'를 첫 공개하면서 2017년

반에 일반인에게 공개하면서 개장하겠다고 하 으나,

기존 시스템의 업그 이드 과정이 길어지면서 1년 정도

지연 오 되었다[2,3]. 약 1년간의 개장지연에 한 구체

인 이유로는 매장에 20명 이상이 구매 활동을 하게 되

면 개인의 구매 활동 추 이 어려워지는 기술의 한계를

보 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10].

아마존 고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해 고객들은 아마

존고 앱을 이용하여 입장을 한다. 본인이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물건을 선택하는데 이때 고객의 동선을 따라다니

는 인식 센서 카메라가 구매 상품을 인식하게 된다. 이

인식 카메라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이 용되었다. 이 인식카메라에 의해얻어

진 구매 정보를 이용하여 요 계산을 하게 되며 계산은

앱에 미리 등록한 모바일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된다.

구매 활동을 마치게 되면 본인 스마트 폰을 회 문에 스

캔하여 자동으로 구매한 상품에 해 가격이 계산된다.

아마존 고 매장에서는 직원이 없는 신에 스마트 폰

과 아마존 고 앱을 이용해 출입 결재 행 가 이루어지

며 이를 해 인식 카메라와 센서 등인공지능 사물인

터넷 기술을 용하 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들을 한

쇼핑의 편의를 높인 게 특징이다[4,8].

무인 편의 인 아마존 고의 핵심요소 기술은 컴퓨터

비 과 인식을 한 센서, 딥 러닝 기술 등이 융합된 것

으로 일명 ‘ 스트 워크 아웃 기술(Just Walk Out

technology)’이라 할수 있다. 아마존 고의 매장 천장에는

여러 개의 카메라가 있으며 매장 선반에는 고객이 가져

간 품목을 감지하기 한무게 센서가 있다. 고객이선반

에서 물건을 꺼내면 가상 카트에 추가되며, 고객이 품목

을 다시 선반에 놓으면 가상 카트에서 제외됨으로서 구

매 목록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재의 아마존 고에서는 결재를 한 계산원 과 결제

단말기(POS), 계산 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결

Category 2017 Strategy technology 2018 Strategy technology

Intelligent

Applied AI & Advanced Machine Learning AI Foundation

Intelligent Apps Intelligent Apps

Intelligent Things Intelligent Things

Digital

VR & AR Digital Twins

Digital Twins Cloud to the Edge

Block chain & Distributed Ledgers Conversational Platform

Conversational System Immersive Experience

Mesh

Mesh App & Service architecture Block Chain

Digital Technology Platforms Event-Driven Model

Adaptive Security Architecture Continuous Adaptive Risk and Trust

Table 1. 2017-2018 Technology trend (Source: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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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고객이 을 설 필요가 없으면서 구매 활동에서 얻

어지는 수많은 구매 련 빅 데이터(big data)를 수집할

수 있는 장 등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표 인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Kroger)는

한 매장에 ‘크로거 엣지’라고 불리우는 디지털 가격표를

도입했다. 기존에 종이로 가격표가 붙어 있던 자리에 디

스 이 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이 디스 이 장치에

해당 상품의 표시되며 이 가격은 1시간마다 새로운 가격

으로 체되는 시스템이다. 신선도를 요시하는 일부

식품과 즉석식품들은 개장 시간과 비교하여 폐장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해당 상품의 가격 할인율을 높임으로

서 고객의 심을 끌 수 있다. 한 상품의 가격을 온라

인 시스템의 상품 가격과의 실시간 비교를 통해서 최

가격으로 반 할 수도 있다. 가격을 나타내는 디스

이 장치에는 해당되는 양 성분도 표시한다. 고객 자신

의 알 르기 상태를 앱에 기록하여 두면 련된 상품이

진열되어 있을 시에 알림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슈퍼마켓 체인인 세이 웨이(Safeway)는 과

거 고객의 쇼핑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가격제라

불리는 ‘ 스트 포 유(Just For U)’가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할인쿠

폰을 제공하는 것이다. 동일한 상품을 구매해도 얼마나

자주 해당 상품을 구매했는지등에 따라서 해당 상품의

가격이 고객마다 달라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스트포 유’ 가격제도는 궁극 으로 고객들에게 매

장으로의 유인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슈퍼

마켓 체인에서는 1달러의 쿠폰으로 약 8달러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출 총액의 45%가 이 가

격 제도의 고객 맞춤형 쿠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Fig. 1. ‘Just for you' system (source: safeway)

월마트는 2017년 10월부터 50개 포에 매 리를

한 로 을 50개 상 에 도입하기 시작하 다. 로 들

은 재고정리 제품배치의오류등을 검하기 해매

사이를 이동한다. 로 의 매 리를 해 장착된 카

메라는 매 들을 스캔하면서 상품의 재고 상태를 악하

고, 상품 배치 등을 검하며,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면

사진과 함께 리자에게 통보된다. 이 같은 결과로일반

직원보다 3배나 빠르게 매 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Fig. 2. Management Robot (source: walmart)

2.2 

재까지 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국이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016년도 기 으로 체 소비재 매

액 15.5%를 차지함으로서 기존 선진국들인 미국

일본 등의 매 수 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국 국가통

계국 정보를 기 으로 보면 자국의 온라인 소비 시장에

한 성장률은 2013년도 기 이 59% 으나 2016년에는

33%로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라 그동안 고 해왔던 오 라

인 시장의 해당 업체들은 안정 인 매출액 추이를 나타

내고 있다. 국 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00 유통

기업들을 기 으로 볼 때 매출액이 반등한 것으로 보고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에는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

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단 인 체

험 욕구가 오 라인 시장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

매가 아니라도 쇼핑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등장하고 있

는 것이다. 때문에 고객의 편의성과 체험 욕구등의 만족

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핵심 사항이 되고 있다. 결과

으로 마원 회장의 ‘신유통’이란 개념은 바로 온라인 시



정보논문지 제8  제4호112

장과 오 라인 시장의 이 같은 변화가 맞아떨어진 결과

라 할 수 있다.

마 회장은 2016년 10월 내부 개발자 회의에서 신유

통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 다. 그동안 유통시장

에서 고성장을 이루어 온 자상거래는 향후 10년, 20년

이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결과 으로 온라인매장,

오 라인 매장은 독자 으로 존재하기가 어렵고두 가지

형태가 결합된 형태인 신유통으로 체될것이라는 것이

다[11]. 따라서 신유통의 형태는 기존의 자상거래와 모

바일 결제와 같은 온라인, 장의 매장에서 이 지는 오

라인 쇼핑, 최단 시간의 배송을 한 첨단 물류의 세

분야를 융합한 미래 유통 모델이다.

신유통의 유망한 분야로는 무인 포를 들 수있다[12].

2016년도 기 으로 편의 랜드 수는 약 260개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포화 상태인편의 시장에서 무

인 편의 은 편의 리를 한 인력이 없는 구조이므

로 가격 경쟁력을 갖을 수 밖에 없다. 무인 편의 개

비용은 일반 편의 기 으로 약 80%면 가능하다. 한

이용자들은일반 편의 에비해 약 5% 정도 렴하게상

품을 구입할 수 있다.

무인 마켓에서 상품 구매를 해서는 용 앱을 설치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출입구에 부착된 QR 코드를 스

캔하여 매장에 들어가 구매 활동을 하게 된다. 상품을 선

택한 후 결제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국의 무인 편의 시장 규모는 2017년도

기 으로 389억4000만 안에서 2022년에는 1조8105억

안으로 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12].

국의 표 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항 우에

2017년도에 무인마트인 타오카페(Tao cafe)를 열었다.

타오카페를 이용하기 해 용 앱을 이용하게 되며, 고

객은 쇼핑을 마치게 되면 결제 문(payment door)을 통과

하여 결재를 마치게 된다. 결재는 알리바바 모바일 결재

랫폼인 알리페이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은 략 5

이내로 이루어진다.

3. 무  마  현황 석  심기술

지 까지 언 한 무인 마켓에 한 주요 업체들의

황들을 종합하여 무인 마켓에서의 구매과정 필요로

하는 기술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아마존 고(아마존): 2016년 12월 최 로 오 하

으며 매장 면 은 167m2, 구매과정은 QR코드 스

캔 후진입→제품을선택→자동지불순으로이

루어지며, 제품에 한 인식은인공지능을 통한 상

품 인식.

○ 타오카페(알리바바): 2017년 7월 오 하 으며 매

장 면 은 200m2, 구매과정은 QR코드 스캔 후 진

입 → 제품을 선택 → 자동 지불 순으로 이루어지

며, 제품에 한 인식은 인공지능 혹은 RFID을 통

하여 이루어짐.

○ TakeGo: 2017년 6월 오 하 으며 매장 면 은 제

한이없으며, 구매과정은 QR 코드 스캔 후 진입→

제품을 선택 → 자동 지불 순으로 이루어지며, 제

품에 한 인식은 인공지능을 통하여 이루어짐.

○ 빙고박스: 2016년 8월 오 하 으며 매장 면 은

12m2/15m2, 구매과정은 QR코드 스캔 후 진입 →

제품을 선택 → 계산 에서 제품의 QR코드 스캔

→ 지불 완료 순으로 이루어지며, 제품에 한 인

식은 RFID를 통하여 이루어짐.

○ 티엔홍: 2017년 8월 오 하 으며 매장 면 은

12m2, 구매과정은 QR코드스캔 후진입→제품을

선택 →계산 에서 제품의 QR코드 스캔→ 지불

완료 순으로 이루어지며, 제품에 한 인식은

RFID을 통하여 이루어짐.

○ 쥐란즈자: 2017년 7월 오 하 으며 매장 면 은

20∼40m2, 구매과정은 얼굴인식 후진입→제품을

선택 → 계산 에서 제품의 QR코드 스캔 → 지불

완료 순으로 이루어지며, 제품에 한 인식은

RFID를 통하여 이루어짐.

에서 기술된 각 업체들의 무인마켓 운 내용을 종

합해보면 구매를 한 마켓 진입은 크게 QR코드 스캔 후

진입방식과 얼굴인식 방식을 통해 무인마켓에 진입하게

된다. 한 지불을 한 제품 별 방식은 인공지능방식

이나 혹은 RFID을 이용한다.

표 인 창업 기업인 빙고 박스의 사용 로세스는

스마트 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 다. 빙고 박

스의 출입을 해서는 챗 혹은 빙고 박스 앱을 이용한

다. 출입구 에 치한 QR 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출입

이 가능하도록 자동으로 개방되며 이때 음성으로도 안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앱을 이용하면 바로 잠 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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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만, 챗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매장 고객

리를 해 핸드폰 인증 단계를 추가 으로 거치게 된다.

매장을 나올 때는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된다. 상품

구매 시에는 자동으로 문이 개방되며,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경우에는 문 에부착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비

상용 버튼을 이용하면 잠 이 해제된다.

빙고박스의 결제 과정은내부에 놓여 있는셀 카운

터를 이용한다. 먼 카운터의 검정색 센서 에 구매

상품을 올려놓는다. 그러면 설치되어 잇는 모니터에 자

동으로 구매 상품명, 가격등을포함한 구매 정보 등이 나

타난다. 그런 다음에 모니터에 표시되는 결재 장법을 선

택하여 결재를 하게 된다. 구매를 한 차는아래 Fig.

3과 같다.

Fig. 3. Purchase procedure(Indoor/outdoor)

4. 결론

재의 슈퍼마켓은 부분이 운 시간이 한정되어 있

어 24시간운 되지 못하고 있다. 한 24시간 운 을

해서는 운 인력의 추가가 필연 이다. 이로 인한 인건

비등이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따라서 24시간 운 이 가능하면서 인력이 필요 없는

형태의 슈퍼마켓인 무인 마켓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무인마켓에 한 필요성으로부터 재의 무인마

켓 황 우리의 상황 등을 알아보았다. 국 미국

의 상황 등을 종합 으로 보면 무인 마켓은 향후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재 우리 사회에서는 건 한 일자리 창출과 최 임

이라는 사회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

다. 이러한 시기에 무인 포는 새로운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우리 생활에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유통

산업의 변화 흐름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련 산업과 기

에서는 공동으로 무인 마켓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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