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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대형마트 및 SSM(Super Super Market),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 판매점의 확대로 인해서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생성해내는 빅데이터의 특

성과 많은 유동인구흐름이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마케팅 정보까지 제공하여 전통시장에서 유익하게 사

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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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편의점 등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을 예측하고 상권 분석, 고객 분석 등을 통해서 전반적 경영관리 

활동에 적용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소상공인 및 시장상인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하나의 비즈니스 통찰력을 갖는 것이 

어려운 실정으로 대부분의 재래시장 지원시책이 아케이드 설치 등의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화되어 있어 정보통신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소비자층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통시장의 실정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 

및 시장상인들에게 상품 기획, 재고 관리, 판매, 홍보 등 다방면의 

활용 가능한 마케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Design and Implementa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전통시장용 스마트 앱을 통하여 

사용자의 이동 궤적, 물품 구매 행태, 결제 행태 및 현황, 전통시장의 

이벤트 정보,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평판 정보 등을 

생성 및 수집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림1과 같이 모바일 기기에 기반한 

공공 마케팅 시스템으로 모바일 기기의 스마트 앱과 PC 기반의 웹사이트

를 통해 운영 및 관리 된다.

Fig. 1. 전통시장 모바일 마케팅 서비스 구조도

1.1

해당 시스템은 전용의 스마트 앱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 

전통시장 전체 공동 마케팅 시스템의 관리 정보와 유관한 데이터를 

소셜 채널을 통해 수집되며 스마트 앱 내의 댓글과 함께 자연어 

처리에 기반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피드백되어 연계 분석된 정보를 

리포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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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전통시장 모바일 마케팅 시스템 구성도

고객과 상인들은 시장의 곳곳에 설치된 Wifi 모듈을 이용하여 

공동 마케팅 시스템에 접속한다. 입력 모듈은 시장정보 및 상점 정보, 

실시간 이벤트 정보 등을 처리하며, 이때 고객정보는 전용의 스마트 

앱을 설치 및 사용시 소셜 로그인을 통해 자동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Push Module은 상인들이 입력한 각종 실시간 정보를 고객의 

모바일 기기에 전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LBS(Loacl Based 

Services) 모듈은 전통시장 고객의 시장 내 동선을 Logging 및 

Tracking하여 고객의 관심 상품에 대한 분석하여 수요 예측에 기반한 

상품 기획 및 재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의 

상품 분석은 전통시장 내 각 상점에서 입력되는 판매정보와 함께 

분석되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상품별 구매행태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Micro Marketing을 위한 상점 및 상품 안내와 

이와 관련된 Event Pushin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Conclusions

현재 전통시장을 위한 정보화 지원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u-Market 시스템 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키오스크(KIOSK)와 쇼핑몰 

등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그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의 

활용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데이터 처리 보다는 간접적인 온라인 

소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수준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의 

효율화, 개인화, 지능화를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공공서비스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 시대에 부합되는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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