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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QR코드는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QR코드를 활용하

여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QR코드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가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업

에서 서비스중인 인터폰을 통한 종업원과 소비자의 주문 구조방식의 Drive-Thru가 아닌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주문방식의 Drive-Thru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기존의 Drive-Thru를 이용

시 불편했던 의사소통, 정보부족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로 제공할수 있고 기업에서는 기존의 

Drive-Thru에 배치되어 있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능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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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QR코드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업에서 서비스 중인 Drive-Thru를 

QR코드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는 효과적인 서비스와 기업에게는 

기존의 Drive-Thru에 배치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능률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기존 매장에서 서비스 중인 

Drive-Thru는 차량이 매장에 진입 시 인터폰을 통하여 종업원과 

소비자가 대화를 통한 주문구조이다.[1] 인터폰을 통한 종업원과 

소비자의 주문과정에서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정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받지 못하며 기업에서는 종업원이 Drive-Thru라

는 카운터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낭비되고 있다.[1,2] 이러한 

문제점들을 QR코드를 활용한 주문 방식을 제공해 개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매장에서 서비스 

중인 Drive-Thru 주문방식을 벗어나 소비자에게 더 효과적인 정보제

공과 기업에게는 기존의 Drive-Thru에 배치되어 있던 노동력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여 일의 능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를 목적으로 

가진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 국내 동향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QR코드는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스캔 하면 코드 속 정보를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존 1차원 바코드가 숫자와 영어정도의 

정보량을 가졌다면 QR코드는 기존 1차원 바코드보다 대용량의 정보

를 지니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QR코드는 빠른 정보제공

이 장점으로 사용이 확대 되어가고 있으며 기존의 유통, 제조, 물류 

사업에서 서비스, 기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QR코드가 활용되고 

있다.[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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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QRCode Features

2. QR코드를 활용한 마케팅

QR코드는 URL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스캔을 통해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많은 기업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하여 기업에 홍보효과를 증가시키고 

있다.[2, 4]

Fig. 2. Marketing using QR Code

3. 디자인 QR코드

디자인 QR코드는 단순히 데이터만 저장하는 것을 넘어 QR코드를 

예술적인 요소들과 더해 독특한 스타일로 만들어낸 QR코드이다. 

QR코드는 많은 기업과 브랜드에서 활용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사람들 

기억 속에 기업과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친숙한 접근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3]

Fig. 3. Design QR Code

4. QR 체크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매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있는 QR코드 

데이터 속 개인정보를 체크인하여 매장 출입 시 기록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Fig. 4. QR Check-In Status

그림 4는 기업에서 서비스 중인 QR체크인 이용자 이용 동의 건수의 

10일간 현황이다. QR체크인 서비스는 2020년 6월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6월17일 일주일동안 이용자 이용 동의 건수가 113만 명이 

되었으며 10일후에 39만 명이 늘었다. 이러한 체크인 서비스는 많은 

기업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속 

QR체크인 서비스는 국가 방역과 감염자 동선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

III. The Proposed Scheme

기존 기업에서 서비스 중인 Drive-Thru는 차량이 매장에 진입 

시 인터폰을 통해 종업원이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는 구조이다. 이때 

생기는 불편한 문제점으로 소비자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지 못하며 소비의 만족감이 매장을 직접 이용할 

때보다 떨어진다. 기업에서는 기존에 Drive-Thru카운터에 배치되어 

있던 종업원이 소비자의 주문을 상시 확인하고 주문을 받아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장 내 일의 능률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기업에서 서비스 중인 Drive-Thru 시스템

을 QR코드를 활용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는 

효과적인 정보제공으로 통해 소비의 만족감을 올리며 기업에서는 

매장내 일의 능률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Fig. 5. Drive-Thru System Design Utilizing QR Code

그림 5는 QR코드를 활용한 Drive-Thru 시스템 설계이다. 기존에 

서비스 중인 Drive-Thru에 QR코드를 설치하여 매장 내 차량이 진입 

시 소비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으로 매장에서 제공하는 

제품정보를 확인하여 주문하는 전체적인 구조이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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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rive-Thru Order Receiving Process

그림 6은 QR코드를 활용한 주문 수신 시스템이다. 기존에 인터폰을 

통한 주문구조에서 QR코드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매장에

서 수신하는 구조를 가진다. 기업은 주문이 수신되는 즉시 음식을 

제조하여 기존에 Drive-Thru에 배치되어있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QR코드를 통해 제품정보를 소비자에게 더 자세하게 제공하

여 소비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기대효과를 가진다.

IV. Conclusions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QR코드는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업에서 서비스 

중 인 Drive-Thru 시스템에 QR코드를 활용하여 비대면 주문시스템을 

제안한다. 차량이 매장에 진입 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매장에서 제공하는 제품정보를 확인하여 주문을 하면 매장에서 근무하

는 종업원이 인터폰을 거치지 않고 주문을 받아 제품을 제조해 소비자

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다. 소비자는 인터폰을 통한 종업원

과의 주문 구조방식이 아닌 QR코드를 활용하여 비대면 주문 방식을 

가지면서 기존의 매장에서 제공하는 제품정보를 더 효과적인 확인과 

소비의 만족감을 증가시키며 기업에게는 QR코드를 활용한 

Drive-Thru 서비스로 인해 기존 Drive-Thru 카운터 에 배치되어있는 

종업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일의 능률을 증가시키는 기대효

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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