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많은 매장에서 직원과 고객이 직접 대면하
는 것이 아닌 키오스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
문을 하는 비대면 주문 시스템들이 도입 되고 있
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인력을 효율적인 
배치를 추구하며 고객들이 더욱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는 제공을 추구하며 고객들은 기존의 직원과
의 오는 소통의 부담감이 없이 주문을 진행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많은 매장에
서 이용 중인 Drive-Thru 시스템의 비대면 설계를 
제안한다. 기존의 Drive-Thru는 고객이 차량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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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할 시에 직원이 인터폰, 대면을 통해서 고
객의 주문을 받아서 전달 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서 교통 체증, 인력 낭비, 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기존의 Drive-Thru 시스템의 주문 
프로세스를 고객이 직원과의 대면이 아닌 QR-Code
를 이용하여 주문하는 시스템의 설계를 제안한다
[2].

개선된 Drive-Thru 시스템을 통해서 매장은 직원
을 최소화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하며 더욱 
자동화 된 시스템 제공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더
욱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시간, 소통 부분
에 있어서 더욱 높은 소비의 질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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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대부분의 매장에서 직원과 고객이 직접 대면하여 주문 하는 시스템이 사라지고 무선 주문 시스
템인 키오스크가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매장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Drive-Thru는 아직까지 직원과 고객
이 직접 소통을 하여 주문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rive-Thru의 직원과 고객이 직
접 소통하는 부분을 QR-Code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주문을 하는 Drive-Thru 시스템
의 설계를 제안한다. 비대면 Drive-Thru 시스템은 매장 내의 직원을 최소화하여 더욱 자동화 된 시스템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더욱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소비의 질을 높일 수 있
는 효과를 지닌다.

ABSTRACT

Recently, Kiosks, a wireless order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the system where employees and customers 
order in person has disappeared in most stores. However, Drive-Thru, which is serviced in stores, still has a system 
where employees and customers communicate directly to order.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design of a Drive-Thru 
system in which customers order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Drive-Thru's employees and customers without facing 
them using QR-Code. The non-face-to-face Drive-Thru system aims to provide a more automated system by minimizing 
employees in the store. As a result, customers receive more accurate services and have the effect of improving the 
quality of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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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rive-Thru 개선 주문 시스템 설계

기존의 매장에는 카운터에 주문을 위한 직원이 
많이 존재 했지만 매장의 무인화로 인해서 키오스
크, 어플리케이션 주문등이 도입 됨에 따라서 카운
터에는 최소의 인원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Drive-Thru는 아직 기존과 같은 고객이 직원과 직
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Drive-Thru 주문 시스템

그림 1은 기존의 Drive-Thru주문 시스템의 모습
이다.

기존의 Drive-Thru는 고객이 차량을 타고 매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직원이 인터폰 혹은 대면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주문을 매장으로 보내 제품
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
고 있다. 

기존의 Drive-Thru주문 시스템은 매장의 직원이 
최소 1명 이상 Drive-Thru만의 주문을 받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 했으며, 고객의 입장에
서는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특정 시간에는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혹은 주문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Drive-Thru 주문 시
스템에서 주문 단계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제안 한
다. 기존의 고객과 직원의 소통이 아닌 고객이 
QR-Code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서 제품
을 고른 뒤 지정된 주차구역, 원하는 제품을 매장
으로 전송하여 매장에서 고객의 정보를 토대로 제
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설계를 제안한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기업에서는 매장의 인력
을 더욱 효율적인 배치와 함께 스마트폰을 통한 
메뉴를 소비자에게 제공 함으로 써 기존의 제한된 
정보를 Drive-Thru를 통해서 전달 하는 부분을 개
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기존의 Drive-Thru는 메뉴
정보가 제한되어 전달되며 주문하는 시간 또한 한
정적인 존재로 인한 소비의 다양성 부족 등을 해
결 함 으로 소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
진다[4].

그림 2. Drive-Thru 주문 프로세스 개선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기존의 Drive-Thru의 주문 
프로세스의 개선 모델이다.

그림 2와 같이 기존의 대면을 통해서 주문을 하
는 시스템이 아닌 소비자가 차량 안에서 매장의 
QR-Code를 촬영 하여 소비자가 직접 주문 할 메뉴
를 골라서 매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가진다.

 소비자는 스마트 폰을 통해서 QR-Code를 촬영
하게 되면은 자신의 차량번호와 고른 메뉴를 매장
에 전달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가진다. 매장은 해당 정보를 매장 내의 카운터로 
전달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설계이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Drive-Thru의 주문을 위해 
배정되어 있는 직원을 대체 할 수 있는 효과를 가
진다.

Ⅲ. 결  론

최근 대부분의 매장에서 주문 시스템이 무인화
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Drive-Thru 주문 시스
템은 아직 직원과 고객이 직접 의사소통하여 주문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Drive-Thru 주
문 프로세스를 QR-Code를 활용하여 고객의 차량 
정보와 원하는 메뉴를 직접 매장으로 전달하여 매
장 내에서 주문을 처리하여 전달하는 방식의 설계
를 제안한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기업에서는 인
력의 효율적인 배치 정보의 다양성 제공 등 서비
스의 질을 올릴 수 있으며, 고객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소비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효과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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