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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시스템은 대형 쇼핑몰 및 백화점 등에서 쇼핑시점에서 계산, 재고관리, 상품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쇼핑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RFID 와 WiFi 와 같은 구내 망을 이용하여 각 

카트에 장착 가능한 쇼핑단말기를 통해 중앙서버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도록 구현하였다. 

 

1. 서론  

RFID 기술은 전자 태그에 내장된 정보를 비 접촉 

방식으로 이를 읽어 내는 기술로서 상품, 자재 등 

모든 물건에 부착하여 유통, 물류, 국방, 교통,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물류나 유통 

분야에서 바코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RFID 가 바코드를 대체하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에 사용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쇼핑 시 카트 내 각각의 물품을 인식하여 

실시간으로 상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대에서의 즉시 결재가 가능하며, 물류창고에서의 

재고관리시스템과도 연동 가능한 스마트 

쇼핑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현재 이와 비슷한 서비스로는 국내 E-마트 

수서점의 퓨처스토어[2][3]가 있으나, 와인에 

한해서만 RFID 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범 

단계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RFID 를 이용하여 

물품을 식별하고 구내 망을 이용, 서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트 단말기와 

상품정보 및 마트 내 재고관리를 위한 서버로 

구성된다. 

 

2.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스마트 쇼핑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카트 

단말기와 상품정보 및 물류관리가 가능한 마트 

서버로 구성된다. 

 (1) 카트 단말기 

카트 단말기의 하드웨어는 S5PC100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Mango100 Embedded Module 을 사용하며 

7inch Touch TFT-LCD, Ethernet Controller, Serial 

Interface 를 사용한다. 

RFID 리더의 모듈은 FS-DK105U 모델을 이용하였다. 

해당 모델은 13.56MHz 대역에서 최대 10 장의 TAG 를 

Anti-collision 기술을 이용하여 동시에 읽어 들일 

수 있고 프로세서와의 인터페이스는 UART 를 

이용하였다. 

운영체제로는 Embedded Linux 기반의 Android 2.1 

(Éclair)을 포팅 하였고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또한 7 인치 

TFT-LCD 를 사용하기 위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수정, 

포팅 하였다. 

 

 
그림 1. 스마트 쇼핑시스템 전체 시스템 구성도 

 

카트 단말기에 구현된 마트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JAVA 언어로 

구현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으로는 카트 내 

물품 목록을 보여주고 총 가격 계산뿐만 아니라 마트 

내의 물품 검색, 위시리스트 목록보기의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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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단말기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그림 2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다. 

1. 마트 고객의 사용자 인증 

2. 주기적인 카트 내의 물품 확인 

3. 카트 내 상품들에 대한 가격정보 

4.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5. 마트 내 상품 검색 

상품TAG카트단말기 마트서버

1 : 사용자인증()

2 : 인증확인()

3 : 카트내 물품 확인()

4 : 물품ID 반환

5 : ID에 대한 상세정보 쿼리()

6 : 물품 상세정보 반환

7 : 마트 내 상품 검색 쿼리()

8 : 검색한 상품의 상세정보 반환

 
그림 2. 시스템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카트 단말기와 RFID 리더는 Uart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하며 어플리케이션의 Thread 에서 0.2 초마다 

한번씩 RFID 리더로 태그 정보획득 요청 패킷을 

보내어 카트 내의 물품을 인식한다. RFID 리더는 

13.56KHz 대역을 사용하고 Anti-collision 기술을 

이용, 다수의 태그를 한번에 읽어 들인다. 

태그를 읽는 명령[4]은 [04 00 40 FF]로 

4 바이트의 명령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0C 00 00 UID(8byte) FF]로 각 태그당 

12 바이트의 길이를 가진다. 

리더가 읽어 들인 RFID TAG 의 UID 는 8 바이트로 

구성되며 이 UID 가 상품의 바코드를 대체하는 

일련번호로 사용 된다. 

TAG 의 UID 를 읽어 들인 단말기는 구내 망을 통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질의하여 상품의 

상세정보를 화면에 출력한다. 이 때,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은 JDBC 를 

지원하지 않아,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할 수 

없어 Tomcat 웹서버 기반 하에 JSP 를 이용하여 

쿼리를 수행한다. 

(2) 마트 서버 

서버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Tomcat 웹서버를 이용, 단말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JSP 페이지를 구현하였다. 

서버는 상품의 재고를 비롯하여 가격, 상세정보 및 

여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며, 주요 

테이블의 스키마는 다음과 같다. 
Items Table –  각개 상품에 관한 테이블 

Field Type Key Default 

itemID char[8] PRI NULL 

itemName varchar[50]  NULL 

orignCost int  NULL 

discount int  0 

Cost int  NULL 

itemIMGsrc varchar[50]  /noimg.png 

coordinate_x int  0 

coordinate_y int  0 

unit varchar[10]  NULL 

remark text  NULL 

recommendGR int FOREIGN 0 

relationGR int FOREIGN NULL 

recipeGR int FOREIGN 0 

beefNo int  0 

표 1. items 테이블 

 

표 1 의 items 테이블은 마트 내 각각의 상품에 

대한 테이블로, itemID 는 RFID TAG 의 UID 를 

사용하며 가격정보, 할인정보, 상품 이미지, 

상품위치를 비롯하여 관련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Relations Table – 관련 상품 군 테이블 

Field Type Key Default 

groupID int PRI NULL 

itemIDs 
VARRAY[20] OF 

char[8] 
 NULL 

표 2. 관련 상품 군 테이블 

 

표 2 의 관련 상품 군 테이블은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선택했을 때,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와 

함께 주로 같이 사는 물품이나 연관된 추천 상품들에 

대한 상품 그룹으로 관련된 상품의 UID 값을 배열로 

저장한다. 

 

3. 구현 결과 

본 논문에서 구현한 스마트 쇼핑 시스템은 카트에 

상품을 담으면 RFID 를 통해 이를 인식하고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상품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상품을 검색하여 

해당 상품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한 구현 결과로서 그림 3 과 같이 구매 

상품이 RFID 리더에 의해 인식이 되었고 ID 에 대한 

기본적인 상품 가격 정보를 마트 서버로부터 얻어 

카트 내 전체 가격을 계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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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FID 를 이용한 카트 내 상품 인식 

 

또한 좌측 상품 리스트 중 원하는 상품 항목을 

터치하여 서버로부터 해당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얻어와 그림 4 와 같이 상품의 할인정보, 상세 정보, 

위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그림 4. 카트 내 물품에 대한 상세정보 조회화면 

 

4. 결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쇼핑시스템은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물론, 서버 측의 

데이터베이스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5]와 관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실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상용화되기에는 RFID 보급, 카트단말기의 가격 등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구현 가능한 스마트 쇼핑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보다 손쉬운 시장 접근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모든 주류 및 의약품에 대한 RFID 태그 

부착의 의무화[6]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바코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RFID 와 NFC 의 도입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와 같은 

구현연구에 대한 활발한 시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향후 통달거리 확보를 위한 UHF 대역의 

RFID 적용과 NFC 적용을 비롯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빠른 검색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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