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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대형 매장 및 편의점 등과 같은 상품의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 RFID를 활용하

여 무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안 기술은 사용자가 결제처리, 재고관리 기능을 갖는다. 결재 시스템은 

상품 결재와 동시에 재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쾌적한 스마트 쇼핑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효과, 재고관리에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키워드: 전자태그(Electronic TAG), DB(Database),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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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들어 대형마트나 편의점, 서점 등과 같은 매장은 현대인의 

주요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의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질의 중요성까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긴 계산 대기시간

과 처리시간으로 인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RFID 기술이 도입된 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와 동시에 재고 관리의 기능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매장의 측면에서

는 인건비 절감,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계산 소요시간 단축이라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II. Preliminaries

현재 대부분 매장에서는 바코드 결제를 이용하고 있다. 바코드는 

훼손에 취약하고, 개별적으로 태그를 읽어 들이며, 또한 인식 거리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바코드 방식을 대체할 

방법으로는 RFID 기술이 언급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 RFID를 도입한 무인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

이 매장을 이용할 때 시간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며, 소비자 결제와 

동시에 상품의 재고수량이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하여 매장관리 자동화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이 증대되고, 

재고 파악 시간이 줄어들어 이는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이라는 기대효

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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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1) RFID 무인 결제 시스템

Fig. 1. Data exchange process

그림 1은 RFID 무인 결제 및 재고 관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교환 과정을 나타낸다. 크게 4가지 단계를 통해 재고 관리의 

기능까지 구현될 수 있다. RFID 태그로부터 RFID 리더기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하여 13.56Mhz 주파수대역을 지원하는 라벨 태그와 

Reader 모듈을 사용하고, 일대다 통신을 지원하는 동기방식인 SPI 

방식으로 통신한다. 이때 RFID 리더 모듈은 Arduino Mega 2560 

R3를 이용하였고, 해당 모듈은 다중 태그 인식이 가능하며 PC와 

UART 시리얼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한다.

(2) 재고 관리 시스템

서버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웹 서버는 Apache Tomcat, 데이터

베이스 접근은 Tomcat 기반의 JSP를 이용하여 SQL 쿼리를 수행하도

록 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주요 테이블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상품테이블, RFID Tag의 고유식별번호를 담은 RFID 테이블이 

있으며 테이블의 스키마는 표1과 같다. 표 1의 상품테이블은 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담은 테이블이며 상품코드, 상품명, 상품가격, 

할인금액, 재고량, 상품구분코드를 포함한다.

Product Table – 상품에 대한 테이블

Field Data Type Key

product_code char(8) PK

product_name varchar(100)

product_price int

discount int

product_stock int

product_type_code int FK

Table 1. Product 테이블

표 2의 RFID 테이블은 상품에 부착된 Tag에 대한 정보가 담긴 

테이블이며 RFID Tag의 고유식별번호(UID), 상품코드를 포함한다.

RFID Table – Tag 고유번호에 대한 테이블

Field Data Type Key

product_id varchar(20) PK

product_code char(8) FK

Table 2. RFID 테이블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RFID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무인 계산 및 결제 

시스템과 재고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한다. 제안 시스템은 인건비 

절감, 상품 파악 및 결제 대기시간 단축, 재고관리 자동화 등의 기대효과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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