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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retail industry has been challenged by stiff competition, the retailer becomes more interested in better 

understanding consumers' in-store behavior to gain and sustain competitive advantage. Consumers' shopping paths 

provide valuable clues to understanding customers' in-store behavior, which has been a long standing research issue 

in business.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hopping path patterns in a grocery using RFID technology and clustering method. 

To this end, we designed the RFID systems, affixing active RFID tags to the bottom of grocery carts. The tag emit 

signal that is received by receptors installed at various location throughout the store. The RFID systems provide the 

time and location of the cart while consumers shop around the store.The point of sale data are matched with the 

cart movement records to provide a complete picture of each shopping path. To find the distinctive patterns of 

consumers' shopping paths, we proposed the distance-index matrix using dijkstra method and normalization method 

to conduct the clustering in order to handle the problem in measuring the similarity among shopping paths, which 

is raised by the spatial nature of consumer movement in a grocery. After analyzing the RFID data obtained in one 

of the groceries in a major Korean retailer, we could successfully identify several distinctive patterns of shopping paths, 

which prove to provide the valuable implications for stor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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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은 형 할인유통매장은 

포수와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체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2, 3]. 

이러한 경쟁에서 선두를 지키기 하여 유통업체들

은 고객의 구매상품, 구매량, 상표선호도와 같은 고

객의 구매 행동변수와 연령, 소득, 주거지역, 성별, 

라이 스타일 등의 고객특성변수를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고객이 구인지 어

떤 구매 행동을 보이는지를 악하는데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의 소비 의사결정에 한 연구에 따르면 고

객 소비 행동이 매 와 상품의 배치 등 매장환경에

도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악됨에 따라 고객 

행동 분석을 통한 매장 환경 개선에도 심이 높아

지고 있는 상황이다(Newman et al.[9]). 이는 넓은 

면 과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는 형 유

통 매장의 특성상, 고객들이 어떻게 이동하며 쇼핑

을 하는지에 한 이해가 매장의 리와 마  

략 수립에 있어 요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쇼핑동선을 악하는 것은 고객의 소

비행동을 악하는 첫 단계로서 매우 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이때 쇼핑 동선은 쇼핑몰에서 고

객이 입장하여 퇴장할 때까지 매장 안에서 상품의 

구매를 해 쇼핑하는 이동 경로를 말한다. 이동 경

로를 추 하면 고객이 쇼핑을 하면서 구매한 상품

과 매  치, 시간, 지나간 통로들을 악하여 시

간 별로 매장내의 어느 지역이 매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고객들이 붐비는 매  는 오랫동안 체

류하는 매 는 어느 곳인가를 알 수 있다. 최종

으로는 이런 정보를 근거로 매  배치와 상품 배

치를 변경하여 쇼핑 환경을 개선시켜 매출을 증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재 유통매장에서는 이러

한 정보를 얻기 해, 일부 고객들을 상으로 

찰자가 따라다니며 동선과 구매 행동을 찰하는 

스 게티 다이어그램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

나 이는 시간과 비용 상의 제약 하에 제한된 샘

고객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략 인 정보를 

악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최근 RFID 기술의 진보로 태그와 리더기의 성

능이 안정화되고 가격도 렴해 짐에 따라 유통매

장에서의 RFID의 실 인 용이 용이해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한 형 슈퍼마

켓을 상으로 매장에서 고객 치 데이터를 획득

하기 한 RFID 시스템을 설계하고 고객의 이동 패

턴을 악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고 결과를 분석

하여 시사 을 찾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련 연구

그동안 고객 행동 정보를 얻기 한 연구는 

찰이나 설문조사 방식을 통하여 상품 배치에 따른 

매출액이나 랜드 환의 상 계 분석, 비계획

인 구매에 한 요인의 탐색, 구매 빈도와 고객

의 인구 통계학  특성의 분석, 매장 내 정보 로

세싱과 의사결정과정, 쇼핑 고객을 추 하여 구매 

행동의 다양성에 한 인류학 (anthropological) 

연구(Underhill[13])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고객의 집단 인 구매 행동에 한 행동과학  

는 인류학 (anthropological)연구들로 고객 집단의 

구매 행동에 미치는 변수간의 계규명에 을 

맞추고 있다. 한 컴퓨터와 경  과학  분석기술

이 발 함에 따라 Farley and Ring[4]는 확률 모

형(stochastic model)을 이용하여 고객이 한 매

에서 다른 매 로 이동하는 확률을 추정함으로써 고

객동선의 패턴을 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는 고객동선분석에 한 최 의 계량 인 

근방식을 제안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오

늘날과 같이 많은 고객이 내왕하며 많은 매 가 

있는 형 유통매장에 실제로 용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근래에는 RFID와 상 기술의 발 으로 고객 개

개인의 매장내 움직임을 악 할 수 있게 되었다. 

Larson et al.[6]은 쇼핑카트에 RFID 태그(이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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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부착하여 슈퍼마켓 매장에서 얻은 RFID 데

이터를 이용하여 고객 쇼핑시간의 장단에 따라 3

개의 고객 그룹으로 나 어 각 그룹의 특징 인 동

선을 악하고자 하 다. 이는 RFID 기술의 용

가능성을 보인 최 의 탐색 인 연구로써 의미가 

크다. Liao and Lin[7]도 RFID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의 동선을 악하고자 하 다. 카트에 RFID

를 부착, 매장을 그리드(Grid)화 하여 고객의 동선

을 추 하고 연 규칙 기반의 Transaction Mining 

방법론을 용하여 분석하 다. 이와 비슷한 연구

로 Gil et al.[5]은 480명의 슈퍼마켓 고객의 동의

하에 CCTV 상을 통한 고객 움직임을 분석하여 

고객을 5종류의 고객 군으로 분류하고 매장 배치

가 구매 행동에 미치는 향, 특징 인 매장 이동 

는 구매 행동의 패턴 등을 분석하고자 하 다. 

한 서성보 외[1]는 RFID를 이용하여 매장의 고객

들을 추 하는 시스템을 가정하여 얻은 동선의 빈

발 발생 패턴을 발견하는 순차패턴 알고리즘을 

용,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고자 하 다.

이들 연구에서와 같이 데이터로부터 특징 패턴

을 찾아내기 해서는 일반 으로 군집화 기법을 

이용하는데, Larson et al.[6]과 Gil et al.[5] 연구에

서도 군집화를 해 유클리드 거리기반의 통계  

군집화 기법을 이용하 다. 그러나 매장에서의 고

객 치 데이터와 같이 공간  특성을 갖는 데이

터의 경우 유클리드 거리기반의 군집화 과정  

유사도 측정에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를 들

어, [그림 1] 에서와 같이 a-c의 유클리드 거리는 

a-b의 유클리드 거리보다 훨씬 가까우나 실제 매

장에서 고객 이동 동선 에서 볼 때 a-c는 a-b

보다 더 많은 이동 거리를 갖는다. 이와 같이 유클

리드 거리를 이용할 경우 고객들 간에는 동선 유

사도가 달라지는 문제 이 있다.

한 유클리드 거리 기반 군집화 기법을 이용할 

경우 입력 변수의 개수가 동일해야 하는데 고객마

다 동선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유클리드 거리기반 

군집화 기법을 사용할 수 없거나 동일한 길이의 

RFID 데이터를 획득하도록 하는 RFID 시스템 설

계상의 문제 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제안이다.

   [그림 1] 매장 환경에서의 유클리드 거리 사용 
문제

3. 고객 쇼핑 동선 패턴 분석

3.１ 공간  제약을 고려한 고객동선 패턴 

군집화

제 2장 련 연구에서 언 된 바와 같이 부분

의 연구에서는 유클리드 거리에 기반을 두어 유사

도를 계산하여 군집화를 하는데 유클리드 거리는 

매장내의 매 나 가 와 같은 장애물제약 여부

에 따라 고객 동선들 간의 유사도가 달라진다는 문

제 이 있다. Tung et al.[12]은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하여 COD(clustering with obstructed dis-

tance)-CLARANS 군집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COD-CLARANS는 군집화 알고리즘인 CLARANS

를 기반으로 하여 두 객체 는 객체와 군집의 심 

사이에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장애물을 우회하는 

최단 경로를 거리로 사용하는 새로운 거리 함수를 

용함으로써 장애물로 인한 거리 문제를 처리한

다.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가시성 그래 (Visibi-

lity Graph)를 생성하여 장애물이 있는 두 사이

의 최단 경로를 거리 계산하 다. 이를 해 BSP 

(Binary-Space-Partition) 트리를 사용하여 두  

사이의 가시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두 이 일직선

으로 서로 연결이 가능하면 서로 가시성이 있다고 

단한다. 가시성을 기 으로 모든 데이터와 장애

물의 꼭짓 을 그래  노드로 표 을 하여 그래

로 만들어 각 노드의 거리를 계산하 다. Lim et 

al.의 연구[8]에서는 장애물 문제를 해결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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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 기반의 군집화 기법인 DBSCAN-O를 제

안하 다. DBSCAN-O는 COD-CLARANS의 가

시 그래 (Visibility Graph)를 통하여 인덱스를 

구성하고, 알고리즘 상에서 이를 참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장애물 제약 조건을 고려하는 군집화 방법에서

는 장애물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보다 알고리즘의 

계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반복 인 유사도 계

산이 수행되는 군집화 방법에서, 이러한 상은 분

석 방법의 실제 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객동선간의 유사도를 계산

하기 하여 거리-인덱스행렬(distance-index ma-

trix)을 제안한다. 매장안의 각 RFID 리피터(이하 

리피터)는 하나의 노드(node)로 표 되며, 매 에 

걸리지 않아 고객이 이동에 지장이 없는 노드끼리

는 직  연결이 되며, 매 에 걸려 이동할 수 없는 

노드끼리는 간에 다른 노드를 거치는 최단 경로

로 연결된다. 최단 경로는 다익스트라(dijkstra)알

고리즘으로 구하 다. [그림 ２]는 매장 안의 모든 

리피터에 하여 이러한 연결 계와 리피터가 31

개일 경우, 31×31 행렬의 형태를 갖는 거리-인덱

스 행렬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거리 인덱스 행렬 

본 연구에서는 군집화를 해 k-medoids 알고

리즘을 사용하 다. 그러나 통 인 k-means 군

집화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매장 내에서 매 나 

가 에 가로막  고객이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에 

군집 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한 거리-

인덱스 행렬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개

발 하 다.

 

[그림 3]　Mean vs Medoid[12]

이때 사용된 알고리즘은 표 인 k-medoids 알

고리즘의 하나인 PAM(Partitioning Around Medo-

ids) 알고리즘이다. 생성된 거리-인덱스 행렬은 [그

림 4]의 알고리즘 차에서 각 객체간 거리를 구하

는 계산 과정에 활용된다.

 

입력：  k：군집화 수

D：동선 데이터 

 

출력：k-군집화 결과

 

반복 차：

(1) ( 기 값 객체 선정) 기 값으로 k개의 

동선을 데이터 D에서 임의로 선정

(2) (반복) 최종 군집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3) (객체 군집 배정) 기 값을 심으로 각 객

체에 하여 k개의 군집 심좌표와의 거리

를 산출 후 가장 가까운 군집으로 배정

(4) (새로운 심 좌표 선정) 새로운 군집의 심 

좌표 재계산

(5) (수렴조건 검) 새로 산출된 심좌표의 값

과 이  좌표 값을 조건 비교하여 변경 여부 

결정

[그림 4] PAM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고객의 동선 추 을 하여 사용하

는 RFID 시스템에서는, 군집화 과정  각 객체의 

치가 리피터의 치로 표  된다. 즉, 고객의 매

장 내 이동 경로는 리피터 좌표의 조합으로 이루

어지며, 따라서 미리 구축된 거리-인덱스 행렬을 

이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여 알고리

즘의 수행 상 계산량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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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처리 데이터의 

sequence calc_time duration scan_time repeater_id

처리
====>

sequence calc_time duration scan_time repeater_id

1 09 : 54 : 38 7.23 09 : 54 : 38 1001
1 09 : 54 : 38 2.41 09 : 54 : 38 1001

2 09 : 54 : 40 2.41 09 : 54 : 38 1001

3 09 : 54 : 43 2.41 09 : 54 : 38 1001

2 09 : 54 : 45 4.82 09 : 54 : 48 1005 4 09 : 54 : 45 2.41 09 : 54 : 48 1005

5 09 : 54 : 48 2.41 09 : 54 : 48 1005

3 09 : 54 : 50 4.82 09 : 54 : 51 1022 6 09 : 54 : 50 2.41 09 : 54 : 51 1022

7 09 : 54 : 52 2.41 09 : 54 : 51 1022

4 09 : 54 : 55 2.41 09 : 54 : 56 1019
8 09 : 54 : 55 2.41 09 : 54 : 56 1019

9 09 : 54 : 57 2.41 09 : 54 : 58 1021

10 09 : 55 : 00 2.41 09 : 54 : 58 1021

5 09 : 54 : 57 4.82 09 : 54 : 58 1021 11 09 : 55 : 02 2.41 09 : 55 : 03 1027

12 09 : 55 : 04 2.41 09 : 55 : 03 1027

6 09 : 55 : 02 7.23 09 : 55 : 03 1027 13 09 : 55 : 07 2.41 09 : 55 : 03 1027

14 09 : 55 : 09 2.41 09 : 55 : 11 1016

7 09 : 55 : 09 7.23 09 : 55 : 11 1016
15 09 : 55 : 12 2.41 09 : 55 : 11 1016

16 09 : 55 : 14 2.41 09 : 55 : 11 1016

3.2 고객 동선 정규화 

고객의 구매 행동에 따라 매장에서 여러 지역을 

이동하는 고객이 있는 반면, 상 으로 은 지역

을 움직이는 고객이 있으므로 고객 이동 동선의 형

태와 길이는 고객마다 다르다. 그러나 특징  동선

의 패턴을 찾기 한 동선 군집화를 해서는 동

선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시간  정규화(temporal 

normalization) 기법을 이용하여 각 고객의 체 쇼

핑 시간을 n등분 하여 기  시간 축을 만들고, 시

간 축에 매칭 되는 동선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표 1>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처리

된 동선 데이터를 보여 다. <표 1>은 약 964 의 

동선을 가지는 고객에 하여 n = 400일 경우의 

시인데, “duration”은 총 쇼핑 시간을 n = 400으로 나

었을 때의 값, 즉 시간 간격이며, “scan_time”은 

이동 인 카트에 부착된 태그로부터의 신호가 리

피터에 검출된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calc_time”

은 정규화 과정을 통해 새롭게 계산된 검출 시간을 

보인다. repeater_id는 매장에 설치된 리피터 ID를 

나타낸다. 매 에 여러 개의 리피터가 설치되어 

있어 고객들이 카트를 끌고 지나가게 되면 리피터 

ID를 통해 이동 치를 순차 으로 악할 수 있다. 

각기 다른 길이를 가진 고객의 동선은 설정한 n으

로 표 화 된 동일한 길이의 동선 형태를 가지게 

하기 하여, 를 들어 체 쇼핑 시간을 n = 400

으로 나 어 duration은 2.41이 되고 이 시간을 단

 시간으로 나 어 [그림 5]과 같이 쇼핑 동선을 

정규화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 의 scan_ 

time의 데이터에서 정규화 과정을 통해 calc_time

으로 새롭게 이동 동선이 탐지된 것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다.

4. 분석 로세스와 실험 

4.1 분석 로세스 설계

[그림 6]은 분석 로세스를 보인다. 단계 I에서

는 RFID 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동선 데이터를  



66 양승 ․정인철․권 식

[그림 5] 분석 로세스

[그림 6] 동선 처리 과정

처리한다. 고객이 태그를 부착한 카트나 장바구니

를 이용하여 매장을 이동하게 되면, 매장의 매

에 부착된 리피터를 통하여 이동 경로가 추 된다. 

를 들어 12：30：10에 A고객의 카트가 3번 리

피터에서 인식되고,12：30：15에 3번 리피터에서, 

12：30：20에 5번 리피터에서, 12：30：25에 10번 

리피터에서 인식된다면 A고객의 15 간 이동 경

로는 3 → 5 → 10으로 표 된다. 단계 I에서는 이

게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에 합한 형태로 변환

하게 되며 이때 시간  정규화 과정을 거쳐 고객

들의 동선은 동일한 길이로 변환된다.

단계 II는 군집화 단계로, 단계 I를 통하여  처

리된 데이터에 한 동선 패턴 추출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동선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하여 거

리 인덱스 행렬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PAM 알고

리즘으로 동선군집화를 한다. 최 의 군집 수 k를 

결정하기 하여 일반 으로 많이 쓰이는 SSE(Sum 

of Square Error)를 이용하 다(Tan et al.[11], 

Sugar[10], Larson[6]).

단계 III은 동선 패턴 군집화 결과를 시각화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매장 운  의사결정자

에게 매 의 재배치, 운  인력 리, 상품 카테고

리 리 등에 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4.2 고객 치 데이터의 획득을 한 RFID 

시스템

 고객의 구매 행동분석을 해서는 고객의 이동 

동선 정보와 구매이력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 황  물품에 한 정보는 기존의 POS 시

스템과 주문 DB를 통해서 수집하고, 고객 개인마

다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동 동선 정보를 수집하

기 해서 [그림 7]과 같이 매장내의 매 에 리피

터와 매장 천정에 리더기 역할을 하는 싱크 노드

(sink node)를 설치하고 고객의 쇼핑 카트에 태그

를 설치하 다. 

단계 I

데이터 처리

단계 II

동선 패턴 추출

단계 III

시각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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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태그 2채  신호를 이용한 쇼핑 카트 치 악과정

[그림 8] 리피터와 리더기[그림 7] 매장과 쇼핑가트에 설치된 RFID 장비

동선 정보 획득을 해 2.4GHz 주 수 역을 사

용하는 Ultra-low Power Wireless System One- 

Chip을 능동형 태그 형태로 개발 하 다. 능동형

태그는 쇼핑 카트에 부착하여 일정한 주기로 데이

터를 송신하며, 매장 내부의 주요 치마다 리피

터를 설치하여 쇼핑 카트가 지나갈 때 태그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싱크 노드로 송을 하고 다시 

정보를 동선 장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데

이터를 가공하여 서버로 송하도록 RFID 시스템 

설계를 하 다([그림 8] 참조).

리피터 가격이 리더기 가격보다 훨씬 렴하기 

때문에 10여 개의 리피터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1개의 RFID 리더기가 수신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함

으로써 시스템 설치비용을 감 하 다. 리피터의 

설치 치는 진열 상품의 분류기 ( 분류, 분

류, 소분류)을 근거로 하여 히 설치 지 을 정

하 고, 이때 RFID의 는 설치 지역의 치와 

설치 구조물 모양, 그리고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수신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치별로 리피터의 수

신 감도 조 을 하 으며, 능동형 태그는 쇼핑카트

의 면부 하단에 부착하 다([그림 7] 참조). 매

장통로에 있는 쇼핑카트의 치를 정확히 탐지하기 

하여 태그를 2가지 채 로 설계하 다. 채  1

은 짧은 유효 거리로 신호를 보내며 채  2는 긴 거

리까지 신호를 보냄으로써 쇼핑카트가 어느 매

에 가까이 있는지를 악 할 수 있다. [그림 9]는 2

가지 채  신호를 이용하여 정확한 이동 치를 

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고객의 쇼핑 카트에 부착된 고유한 ID를 갖는 

능동형 태그를 통해 고객의 이동 치  시간 데

이터가 수집되며 고객이 쇼핑을 끝내고 계산 에

서 계산을 마치면, 고객 정보( 를 들어, Family 



68 양승 ․정인철․권 식

Card ID)와 태그 ID를 매핑 하여 개별 고객의 이

동정보와 시간  구매 상품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4.3 RFID 동선 데이터의 획득과 처리

국내의 S사의 슈퍼마켓에 설치한 RFID 시스템

을 가동하여 고객동선 데이터를 획득하 다. 데이

터는 201*년 1월 22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수집

되었으며, 리피터에서 인식된 태그의 인식 건수는 

8,428,542건이었다. 하루 약 500여명, 총 16,640명

의 고객 데이터가 획득되었으며 고객 당 평균 쇼핑 

시간은 약 31분, 평균 구매 액은 59,842원이었다. 

매장의 면 은 총 1,300㎡이며, 168개의 리피터가 

설치되었으며. 300 의 쇼핑 카트에 태그가 부착되

었다. [그림 10]은 매 의 배치와 설치된 RFID를 

보이고 있다.

[그림 10] 매  배치와 설치된 리피터 

고객동선의 길이가 고객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

선 길이 정규화를 실시하 다. 이때 한 n의 

값을 선택해야 하는데 n 값을 무 게 설정할 경

우 동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체 쇼핑 시간을 n으로 나  “duration” 값이 실제 

RFID 검출 간격보다 크면 기  시간에 매칭되는 

데이터의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는 n을 500으로 설정하 는데, 이는 RFID 검출 횟

수를 동선의 길이로 보았을 때, 하  약 90%를 기

으로 설정한 값이다. 가장 길이가 긴 동선을 기

으로 정규화를 진행한다면, 데이터의 손실은 방

지할 수 있으나 군집화 과정에서 계산량이 격히 

늘어나는 단 을 가지게 된다.

정규화 과정에 따른 데이터 손실을 측하기 

하여 인식된 리피터 수에서 결측치를 나  값으로 

손실률을 정의하 다. 여기서 인식된 리피터의 수

는, 한 고객의 동선에서 연속으로 복된 값을 제

외한 리피터 검출 개수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고

객의 동선이 A → B → B → C로 표 될 때, 연

속된 복 값인 B를 제외한 A, B, C 세 개가 인식

된 리피터 수가 된다. 결측치는 정규화 과정을 거

친 후, 원래 데이터와의 인식된 리피터 개수의 차

이를 뜻한다. 즉, 정규화 후에  고객의 동선이 A 

→ B → B → B로 표 된다면, 복을 제외한 A, 

B 두 개가 인식된 리피터의 수가 되며, 이 경우 결

측치는 3에서 2를 뺀 값인 1이 된다. 이 경우, 손실

률은 1/3으로 약 33%가 된다. <표 2>는 본 연구

에서 n을 500으로 정규화를 진행하 을 때의 손실

률을 보여 다. 정규화된 데이터가 원 데이터와 약 

2%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정규화 에 따른 데이터 손실률
(n = 500의 경우)

인식된 리피터 수 결측치 퍼센트(%)

555,789 11,212 1.9774

4.4 PAM 알고리즘을 이용한 동선군집화

군집화를 해서 거리 인덱스 행렬을 구하 다. 

이를 해 본 연구가 수행된 S사의 슈퍼마켓의 매

를 기 으로 724×630 픽셀의 평면에 리피터의 

치를 좌표로 설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매

 사이의 이동 거리를 구하 는데, 간에 매 에 

걸리지 않아 고객이 이동에 지장이 없는 매 와 매

 사이의 거리는 두 매  사이의 직선거리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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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매 에 걸려 고객이 바로 이동할 수 없는 매

와 매  사이의 거리는 간에 다른 노드를 거

치는 다익스트라(dijkstra) 최단경로로 하 다.

[그림 11]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거리 인

덱스 행렬의 일부를 보이고 있다. 거리 인덱스 행

렬의 행과 열은 각각의 리피터 ID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총 168개의 리피터에서 얻어진 고객 

쇼핑 동선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 와 매  사이의 

최단거리를 나타내는 168×168의 거리 인덱스 행렬

을 구하 다.

[그림 11] 구축된 거리 인덱스 행렬

다음으로 군집수에 따라 SSE(Sum of Square 

Error)를 구하 는데 [그림 12] 에서와 같이 군집

수는 11까지 측정하 다.

[그림 12] 군집 수에 따른 SSE 변화

4.4 결과 시각화  분석

RFID 시스템의 시각화모듈을 통하여 [그림 13]

과 같이 6개의 동선 패턴을 얻었다. 패턴 #1은 

2718명, 패턴 #2는 3481명, 패턴 #3은 2262명, 패턴 

#4는 2426, 패턴 #5는 2926명, 패턴 #6은 2827명의 

고객이 속한다.

<표 3>은 6개 그룹의 고객의 특징을 보이고 있

다. 각 패턴별 평균 구매 액과 평균 쇼핑시간을 

나타내었다.

패턴별 고객 이동 동선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패턴 #1의 경우에

는 주로 채소  닭고기 코 를 지나 생선 코 와 

건해산물 코 를 둘러보고 냉장냉동, 조미식품, 주

방용품 순으로 쇼핑 동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 인 모습은 매장을 반시계 방향으로 

순회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패턴 #2의 경우에

는 채소와 과일 코 를 지나 닭고기, 생선, 소고기 

코 를 통과하여 조리식품, 냉장냉동, 데일리, 조미

식품 코 에서 쇼핑을 한 후 다시 채소 코 를 지나 

매장을 빠져 나가는 쇼핑 동선을 보여주었다. 

반 으로 매장 하단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패턴 #3의 경우에는 채소와 

닭고기 코 를 지나 건해산물, 조미식품, 냉장냉

동, 인스턴트 코 를 둘러보고 건해산물, 생선, 채

소 코 를 지나가는 쇼핑 동선을 보여주었다. 다른 

패턴들과 비교하여 이동 역이 좁은 특징을 가지

고 있다. 패턴 #4는 채소와 주방용품, 건강․차 코

를 지나 과자 코 에서 쇼핑을 한 후, 인스턴트, 

데일리, 냉장냉동과 생선 코 를 지나 건해산물과 

채소 코 를 지나는 동선을 보여주었다. 다른 패

턴들과 비교하여 매장의 상하 이동이 긴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반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방향으로 

쇼핑 동선이 형성되었다. 패턴 #5는 채소와 닭고기 

코 를 지나 생선, 건해산물, 조미식품, 냉장냉동 

코 를 통과하여 인스턴트와 데일리, 주방용품, 세

제 코 에서 쇼핑을 한 후, 수 , 애완원 용품 코

를 지나가는 동선을 보여주었다. 매장을 크게 

반시계 방향으로 순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패

턴 #6은 채소와 인스턴트 코 를 지나 냉장냉동, 

데일리 코 에서 쇼핑을 한 후, 주방용품, 청소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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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쇼핑 동선 패턴 시각화 결과

<표 3> 패턴별 특징

패턴 1 패턴 2 패턴 3 패턴 4 패턴 5 패턴 6

고객수(명) 2,718 3,481 2,262 2,426 2,926 2,827

평균 구매 액(원) 60,578 61,173 61,670 60,778 56,728 58,345

평균 쇼핑시간( ) 1,940 1,524 2,190 1,975 1,724 2,081

<표 4> 패턴별 동선의 특징

패턴 이동 특징 이동 방향  특징

패턴 1 채소→닭고기→생선→건해산물→냉장냉동→조미식품→주방용품 반시계 방향

패턴 2
채소→과일→닭고기→생선→소고기→조리식품→냉장냉동→유가공품→조미식품
→채소

 반시계 방향 

패턴 3 채소→닭고기→건해산물→조미식품→냉장냉동→인스턴트→건해산물→생선→채소 반시계 방향

패턴 4
채소→주방용품→건강․차→과자→인스턴트→유가공품→냉장냉동→생선→
건해산물→채소

시계 방향

패턴 5
채소→닭고기→생선→건해산물→조미식품→냉장냉동→인스턴트→유가공품→
주방용품→세제→수 →애완원 용품 

반시계 방향

패턴 6 채소→건해산물→인스턴트→냉장냉동→조미식품→유가공품→주방용품→청소욕실 반시계 방향

실 코 를 통해 매장을 빠져나가는 쇼핑 동선을 

보 는데, 다른 쇼핑 동선 패턴들과 비교하여 좁

은 지역에서 동선이 형성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표 5>는 고객들의 각각의 고객 쇼핑 동선에 

따른 상품 분류별 구매 건 수를 나타낸 것이다. 매

우 은 구매 건 수를 보여  수 , 완구, 주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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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객 쇼핑 동선에 따른 상품 별 매 건 수

　 Pattern #1 Pattern #2 Pattern #3 Pattern #4 Pattern #5 Pattern #6

건강, 차 72 104 74 201 173 110

건해산물 313 349 261 215 208 391

과일 1050 1243 815 623 726 650

과자 679 812 584 1548 1544 1269

냉장냉동 601 914 521 459 419 868

닭고기 564 720 440 294 444 419

데일리 973 1464 802 884 1053 1473

돼지고기 190 278 139 101 101 205

생선 827 929 631 392 500 571

세제 128 135 121 324 384 168

소고기 420 579 301 192 232 300

애완원 용품 12 23 16 52 107 18

생용품 95 92 61 220 237 147

음료 184 242 169 294 277 373

인스턴트 426 569 367 483 402 747

인테리어 36 45 36 120 151 47

자동차 15 14 10 37 64 12

조리식품 542 996 450 400 467 768

조미식품 565 666 533 483 439 767

주방용품 339 365 326 475 441 430

채소 2869 3496 2254 1726 2255 2110

청소욕실 171 211 191 260 215 238

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에 한 각각의 구매 

건 수를 나타내었다. <표 5>를 살펴보면, 상품 구

매 성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장 내 다

양한 마  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를 들어, 패턴 #4를 살펴보면, 체 그

룹과 비교하여 채소 품목의 구매가 상당히 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과자의 경우는 체 그

룹이나 다른 패턴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구매 

건수를 보여 다. 따라서 패턴 #4에 해당하는 고객

들에게는 소고기 상품에 한 할인 쿠폰을 증정하

는 등의 로모션을 통하여 상품군간 매량의 조

이 가능할 것이다. 한 [그림 12]의 동선 시각

화 결과와 비교하여 동선과는 가까우나, 구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품에 하여 집 인 로

모션을 진행한다면, 동선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보다 상품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로모

션에 한 높은 반응률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은 패턴 #4를 분석한 이다. 동선은 패

턴 #4의 동선을 상품 군에 매칭한 결과이고 구매 

상품은 패턴 #4에 속하는 고객들이 구매상 상  

15개의 상품을 나타낸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패

턴 #4의 경우 고객들이 건강, 차 매장과 건해산물 

매장을 지나가지만 실제 구매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건강, 차 

상품과 건해산물 상품에 한 로모션 활동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한 행사상품 선정 이외에도 쿠폰 발행과 단

지 작성에도 이러한 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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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고객 구매 분석은 주로 장바구니 분석과 같이 

고객의 구매 이력을 분석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 방법은 재 매 기회를 잃고 있는 

상품에 한 분석이 어려운 한계 을 가진다.

<표 6> 패턴 #4의 동선과 구매 상품

동선 구매 상품  구매 건수

출입구 채소 1726

채소 과자 1548

주방용품 데일리 884

건강, 차 과일 623

과자 인스턴트 483

건강, 차 조미식품 483

인스턴트 주방용품 475

데일리 냉장냉동 459

인스턴트 조리식품 400

냉장냉동 생선 392

생선 세제 324

냉장냉동 닭고기 294

건해산물 음료 294

채소 청소욕실 260

POS 생용품 220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석 시스템을 통해, 매장 

내 고객들의 주요 쇼핑 동선을 찾아낼 수 있다면,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쿠폰 발행이나 단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간과하고 있었던 

매가 조한 상품에 한 로모션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 단지 작성 역시, 동선을 고려하여 고

객의 쇼핑 동선 패턴에 따라 단지 이아웃을 

작성하는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매장 내 고객 쇼핑 동선 패턴을 이용하여 어떤 

지역이 고객들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인지를 악

하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주요 역은 행사 상

품 선정과 연계하여 이벤트 진행을 한 장소 선

정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기존에 직

력에 의존하는 장소 선정에 비교하여 정량 인 

분석 결과를 토 로 얻어진 결과라는 장 을 가진

다. 한 각 쇼핑 동선 패턴의 구매 데이터와 연

계, 요일별이나 시간 별로 주요 역을 악하여 

이벤트를 진행하는 고도화된 마  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FID 동선 추  시스템을 설계, 

구 하고 매장에서의 고객이동 데이터를 획득하고 

동선 패턴을 추출하기 하여 분석 로세스를 설

계하 다. 공간  제약을 고려한 고객 동선들 간

의 유사도를 구하기 하여 거리 인덱스 행렬과, 길

이가 다양한 고객동선을 군집화하여 패턴을 찾아

내는 방법을 제안하고 국내 형마트의 한 슈퍼마

켓매장에 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 을 

제시하 다.

그간 매장 리자의 직  는 경험에 의존하던 

고객동선 패턴을 과학 이고 정량 인 방법으로 

구함으로써 매장내의 매 , 상품배치 등과 같이 매

장운  반에 한 보다 정량 인 정보와 시사

을 얻을 수 있음을 보 다. 차후에는 분석 결과의 

활용 효과에 한 검증과 더욱 다양한 활용 방안

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태그와 리피터 부

착 등 RFID 시스템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과 PAM 

알고리즘을 이용한 군집화 수행  거리-인덱스행

렬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매

장 업에서의 시스템 활용도는 더 커질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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