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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리테일테크(Retailtech) 개요

□ 오프라인/온라인 유통 채널과 점포가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만나 진화함에
따라 유통(Retail)과 기술(Technology)이 융합된 ‘리테일테크’ 개념이 등장
기술
머신 러닝
안면 인식
(Facial Recognition)
로보틱스
RFID

<표1> 리테일테크 적용 분야 목록

내용

- 스마트로봇 카트: 점포 내에서 다양한 기능 수행
- 챗봇: 고객과 대화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 성향에 맞는
상품 제안
- 안면 인식 결제: 스마트폰 태그 없이 얼굴을 통해 결제 구현
- 보안 기술: 무인 점포 내 도난 방지
- 물류센터 자동화: 파킹 및 분류 로봇 시스템
- 점포 내 서빙 로봇, 포터 로봇
- 결제: RFID 태그를 통한 셀프 계산대
- 물류창고 내 재고관리 시스템

인공지능

- 음성쇼핑: 음성인식 AI를 통한 쇼핑
- 큐레이션 커머스: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해 적합한 상품 추천,
구매전환를 제고

3D 프린팅

- 소비자 맞춤 상품 제작을 통한 개인화

사물인터넷

- 무노력 쇼핑: 고객이 인식하기 전에 기기나 소비재들이 직접 쇼핑
- 스마트홈: 가전제품의 제어를 통한 생필품 쇼핑

자율주행

- 자율주행차를 통한 Last-mie 배송
- 점포 내 자율주행 키트

AR
(증강 현실)

- 가상 이미지를 덧입혀 매장에 가지 않고도 상품 배치 등 활용 가능

VR
(가상 현실)

- 매장에 가지 않고 피팅 서비스 기능

빅데이터
드론

- 소비자 구매패턴과 선호도 파악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 드론을 통한 Last-mie 무인 배송
- RFID 리더 드론을 통한 재고관리 시스템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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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통 기업들은 리테일테크 기술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유통-ICT 산업 융합 추진 중

ㅇ

<그림1> 글로벌 유통 기업의 주요 기술 투자 및 M&A 추이

자료: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제품 공급에서부터 판매,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각 유통 단계별 리테일
테크를 활용한 변화양상이 나타남
<유통 全 단계별 주요 변화>

ㅇ

(Strategy 단계)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

ㅇ

(Supply 단계) 재고 및 창고관리, 재고 실사, 매장관리 등에서 자동화가 일어남

- 모든 상품의 이동과 재고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관리되는 ‘리얼타임(Real-Time)
SCM화’를 가능하게 함
ㅇ

(Attract 단계)

AR·VR 등을 활용하여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된 모습의 오프라인 매장이 등장

- 온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의 리테일테크 기반 오프라인 슈퍼마켓 사업으로 영역
확장하는 양상
ㅇ

(Sell 단계) 결제 및 배송 시스템에 기술이 적용되며 결제 간편화, 배송 효율화 촉진

- VR페이, 무인 결제 시스템 등으로 소비자가 구매 결정 후 제품을 결제하기까
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점을

중

둠
- 로봇 기술을 활용한 상품배송은 인건비 절감 효과 및 배송 속도 향상, 정확도
개선에 기여

ㅇ

(Relate 단계) 반복 구매 및 재구매를 간편하게 한 지속적 구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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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

국내외 리테일테크 활용 사례
무인매장

□ (미국) 아마존의 아마존 고(Amazon Go)를 시작으로 관련 기술이 연구가 확대
중이며 다양한 형태와 기술의 무인매장이 등장
* 계산원(Casher)이(가) 없는 형태의 매장으로 상품을 관리하고 음식을 만드는 직원은 존재

ㅇ 아마존 고(Amazon Go) : 아마존 특허 Just Walk Out 기술을 사용한 무인
매장으로 결제과정 없이 등록된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는 간편 쇼핑 서비스 제공
- 계산 프로세스를 없애므로 소비자들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매장
내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상세한 고객 구매 프로세스 데이터를 얻음
* 1년간의 시험 운영을 마치고, 2018년 1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개시
* 미국 씨넷에 따르면, 향후 3년 간 3천곳 이상으로 확대 계획

2 아마존 고 이용 과정

<그림 >

자료: 매일경제

ㅇ

스탠다드 마켓(Standard Market) : 생체 데이터와 안면인식 기술 없이 실내
카메라를 활용한 플랫폼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쇼핑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
으로 개별 계산서가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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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에 고객 데이터를 익명으로 저장하며, 신규 업
데이트와 매장 간 교차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활용

□ 중국 IT 대기업, 스타트업이 적극 참여하며 무인매장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 되는 중
ㅇ 아이메이 리서치에 따르면 2017년 중국 무인매장 이용고객 수는 600만 명이며,
2022년까지 2억 2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3> 중국 무인매장 현황 및 전망
(

)

E 중국중상산업연구원

자료: KI T,

ㅇ 타오카페 淘咖啡 : 마켓과 카페 기능을 제공하는 무인매장으로 결제도어를
통과하면 자동시각 및 안면 감지기로 얼굴 인식을 하여 자동 결제
<그림4> 타오카페 구매 프로세스
(

)

E 중국 아이루이컨설팅

자료: K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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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빙고박스 宾果盒子 RFID를 활용한 자체 개발 솔루션으로 24시간 무인편의점
서비스 제공
- QR코드를 스캔하여 입장하며, 제품을 RFID 리더기에 올려놓으면 모니터에
해당 정보와 가격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직접 결제를 진행
- 출입구에 설치된 RFID 식별 시스템으로 결제 데이터를 비교 대조하여 도난 방지
- 인건비와 임대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제품 대부분이 기존 편의점 대비 2~30% 저렴
- 통합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관리자 페이지와 앱을 통해 상품 판매 데이터,
재고 수량, 유저 데이터 분석이 가능
(

)

:

* 접근 통제 시스템, 상품 교환·환불, RFID 태그 회수 등 무인화와 관련된 16개 특허 보유
* ‘17년 11년 기준 중국 29개 도시에 200여 개 매장을 오픈했으며, 1년 내에 5,000개의
매장을 추가 오픈 계획에 있음

ㅇ 이 외에도 D-Mart, 세븐프레쉬, 텐마오 슈퍼, Take GO, 비엔리펑, 샤오e웨
이디엔 등이 있음

□ 한국 편의점 업계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과 기술로 아직 실험 단계
ㅇ 이마트 : 고객이 제품을 고른 후, 계산대에서 직접 바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직접 계산한다는 점 외에는 일반 편의점과 비슷한 편의점
- 결제를 하지 않고 상점을 나가는 경우에 대한 보안 시스템이 미흡한 수준
- 상권별 상품구성, 서비스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가장 효율적인 ‘한국형 무
인편의점’을 연구하는 수단 활용
ㅇ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 롯데카드 보유가 필수이며, 구매할 제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으면 360도 자동스캔 기술을 이용해 바코드를 인식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결제
- 손바닥으로 결제하는 ‘핸드페이(정맥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여 세계 최초
‘바이오페이(BioPay)’ 상용화
ㅇ
BGF, CU 전용 셀프 결제 APP ‘CU Buy-Self’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으로
상품 스캔, 결제까지 고객 스스로 진행 가능하게 구현하였으며 추후에 스마트
도어, 스마트 CCTV와 연계하여 무인편의점 실현 계획
(

)

24

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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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송 서비스

□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강조되며, 로봇을 통한 배송의
자동화 및 최적화를 실현하는 유통기업들이 등장
ㅇ 아마존
드론이 30분 이내에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프라임에어
(Prime Air)’ 특송 서비스 준비 중
- 8개의 프로펠러와 카메라,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며 5파운드(약 2.3kg)
이하의 소형 물품, 물류센터 반경 16km까지 비행 가능
<그림5> 아마존 드론 ‘옥토콥터’
(

(Amazon))

ㅇ 월마트
블록체인 기술을 드론 배달 서비스에 적용하는 특허 출원
- 드론과 전자기기들이 무선으로 직접 배송 정보를 주고받으며, 배송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공유해 효율적으로 물건을 나르는 시스템 개발
- 드론끼리 서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RFID나 QR코드, 초음파 등을 이용
(

(Wal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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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테스코
반경 4.8km 이내의 매장이나 배송 허브에서 로봇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1시간 이내’ 배송 서비스 계획
- 정확한 루트와 장애물, 교통을 감지하고 보행자를 탐색할 수 있으며 최대
20cm의 경사를 오를 수 있고 20cm 깊이까지 눈속에서도 운용 가능
(

(T esco))

:

* 런던 시내에 한해 로봇 배송 테스트에 성공

ㅇ 오카토
자율주행 배달트럭 ‘카고팟(CagoPod)’을 이용한 배송을 시
범적으로 시도
- 메인 시스템 셀레늄(Selenium)은 차량 내 장착된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GPS 없이 위치를 확인하고 도로를 주행
- 각 차량은 고객 시간 선호도, 교통량 및 날씨와 같은 요인을 고려해 배달
경로를 최적화함
<그림6> 오카토 ‘카고팟’
(

(Ocado))

자료: 나

우뉴스

ㅇ 허마셴셩 盒马鲜生 물류창고를 겸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3km 이내의
배송지에 30분 이내에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 제공 중
- 장바구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가격표를 스캔하여 모바일 장바구니에 담으면
천장 컨베이어벨트에 걸린 장바구니에 담겨 물류센터로 이동되며 30분
이내에 고객의 집 앞까지 배달이 완료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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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챗봇(Chatbot)

□ 챗봇은 온라인 텍스트 기반 대화인 채팅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로 유통업계에서 고객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주목
ㅇ 자동응답 상담 시 요구되었던 복잡한 다이얼링 단계, 음성인식 오류 등의
불편함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
ㅇ 24시간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며 고객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ㅇ 번가
디지털 컨시어지 챗봇 ‘바로’와 생필품 식음료 상품에 특화된
‘마트 챗봇’ 도입
- 채팅을 통해 쌓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의 요청과 성향에 맞는 상품을 제안
하며 구매전환율(상품 탐색이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 증가 촉진
(11

(11st))

* 도입 이후 상담 건수가 이전보다 6배 증가, 이용자의 30%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용자

ㅇ 이베이
(

(Eb ay))

:

온라인 쇼핑 도우미 ‘샵봇’ 서비스 제공
7

<그림 > 이베이

샵봇

by

자료: e a

ㅇ 이 외에도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세포라(Shephora)의 챗봇, 옷을 추천해주는
h&m 챗봇, 고객의 영수증을 분석해 정기 결제내역을 파악하고 취소해주는
트림(Trim) 챗봇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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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사점

□ 리테일테크 발달에 따라 유통산업은 상품·서비스의 거래 중개에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창출하는 구조로 변화하는 시점
ㅇ 유통산업의 사업모델이 ‘기업·소비자 거래(B2C) 모델’에서 ‘고객·기업(C2B)
모델’로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생산자 모두가 사용자가 되는 플랫폼 사업
모델로의 전환 필요
□ 국내외 유통업체는 SCM 전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력 확보가 강조되며
이는 곧 기업 경쟁력
ㅇ 핵심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연계가 필수적
ㅇ 사회적 반작용과 기술 상용화를 고려한 단계적 도입이 중요
ㅇ 고객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사 가치사슬을 고려한 D&A가 중요하며 유기적인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기술 연계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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