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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Life │ History

5,200



Premium Life │ Product (상품)

이마트24만의 차별화 ZONE : 이마트24에만 존재하는 상품, 쉽게 만날 수 없는 해외 직소싱 상품, 가격대비 좋은 가치를 주는 상품



Premium Life │ Smart 매장 (무인화매장)

가맹점 수익 최대화 모델 : 매출 UP/비용 DOWN 무인 판매 system 도입

 판관비(인건비 ≥ 임차료+수광비+기타비용)

→ 상품 판매를 위한 인력 불필요,

동시多점포 운영 가능

Cost

 24시간 365일 운영 가능

→ 심야시간 무인운영을 통한 추가매출 확보

유인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가능

Sales

 무인매장 운영을 위한 독자 시스템

→ 재택발주, 매장출입보안시스템, 

IOT활용, Self Pos 등 최적화 시스템

System

 기존점 1,600점/한국형 『아마존 고』운영

→ 21년 7월 기준 Smart/Hybrid 1,600점 운영

신세계I&C와 기술제휴점 운영(김포DC점)

Know-how

Profit

가맹점 수익
최대화 + 안정화



Premium Life │ Smart 매장 (무인화매장)

오직 이마트24만의 미래형 매장

타 사

운영시간24시간 운영이 기본 운영시간 자율

로열티배분율에 따른 부담 월회비 외無

24시간 운영 원칙
무인 전환시 Risk

기본 운영시간外 추가 매출

매출 증가시 로열티도 증가
추가매출 = 경영주 추가 수익

안정성 무인+무인/유인(Hybrid) 1,600점

기존 유인 → 무인매장 전환 어려움 본부 운영 노하우를 통한 안정성 확보

무인매장 확대 한계



 KIOSK / Self POS *본 시안은 단순예시임 → KIOSK 1ea & Self or 유인POS 1ea로 진행 예정

 Self 결제방법 : 고객 상품 픽업  상품 스캔  통신사 할인(KT)적용  신세계포인트 적립/사용  상품 결제

 Self 결제 수단 : 신용/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티머니/캐쉬비), 삼성페이, SSG PAY

 주류/담배 취급 가능점 : 주류/담배는 대면 판매 필수로 운영할 경우 대면 판매 진행

Smart 매장 컨셉 │ 결제수단

무인 KIOSK : 언택트 시대 환경에 따른 무인 전용 계산



- 당사 배송차량

 상온(주 6회)/저온(주 7회) 배송

→ 대부분의 상품 낱개 단위 배송 가능 (일부 상품은 박스단위 발주 및 배송)

 물류배송

- 이마트24 영업지원

 점포 담당 슈퍼바이저 통해 점포 오퍼레이션 진행 → 운영 지도 및 안내, 매출 분석, 상품 변경, 신상품 도입 등

 격주 1회 매장 방문 진행 예정

- 경영주 교육

 최초 본사 교육 진행 (최대 2人 가능) → 본사 이론 교육 2일, 점포 실습 교육 2일

- PT교육

 최초 개점時 개점지도인력 점포 파견 → 매장 OP 교육 2일간 진행

 개점後 점포 담당SV 통한 실시간 대응 및 매장 방문시 OP관련 안내

- 매장관리

 내부 직원 운영관리자 1인 이상 필요 (필요 업무: 상품 발주 및 검수, 진열, 폐기 등록 등)

 오퍼레이션

Smart 매장 운영 │ 운영지원

운영지원 : 물류 & 운영에 필요한 영업지원



 시스템

Smart 매장 운영 │ 운영지원

 마케팅 *적립/할인: 주류, 담배, 서비스,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상품 제외

운영지원 : 시스템 & 마케팅

재택(PC)/모바일 활용한 점포 관리

상품발주, 상품관리, 매출조회, 이상거래 확인 등

상품 발주 시스템

신상품/장려금/행사상품발주 & 요일

행사, 트렌드 지수 반영 발주 정보 제공

신세계 그룹사 사용 가능

이마트24,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SSG닷컴 등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상품
1,000원 당 5P 적립

신세계포인트

등급별 차등 할인 적용

(결제금액 기준 20만 한도)

*포인트 차감 할인

KT멤버쉽SSG Pay

상품 결재시 사용 가능

회당 최대 10만/1일 30만

머지 머니

신세계 그룹사 사용 가능

이마트24,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SSG닷컴 등

신세계 그룹 결제 서비스
(신용카드, 현금, 상품권, 포인트)

*전용 할인/적립 제도 기획 예정*전용 할인/적립 제도 기획 예정



구분 상생형1 창업지원형 성과공유형
Self2.0형
(무인형)

계
약
조
건

월회비/수수료
(VAT별도)

월회비
경영지원수수

료
월회비

65만원 160만원
상품매입액의

15%
매출연동

(60만원~)

계약기간 5년

투
자

점포임차

경영주
경영주, 경영주+본부 경영주

인테리어

영업장비/집기 본부 본부

담보(3가지중택1)
근저당,질권,보증보험

3,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개
점
투
자
비

가맹비(VAT포함) 770만원 440만원

상품준비금 1,600만원 1,600만원

소모품비 50만원 20만원

계 2,420만원 2,060만원

총 투자 비용

점포임차 +
인테리어 +
영업장비/집기
+ 개점 투자비
(2,420만원)

점포임차(본부임차시
전대보증금 최소2,000만)+
개점투자비(2,420만원)

점포임차+
개점투자비
(2,060만원)

 가맹 조건
 창업 지원

 상권 분석

 정밀한 상권 분석 (통행객, 배후상권, 주변 경쟁점 등)

 철저한 출점 심사 (출점 타당성 및 수익 분석)

 1:1 맞춤 상담

 점포 개발 담당자를 통한 개별 상담 진행

 희망지역, 투자금, 기대수익 등 고려하여 점포 소개

 경영주 교육

 이론 + 실습 (발주, 정산, 분석, 판매, 진열 등)

 신규점전담직원의1:1 현장교육 (상품발주, 재고관리등)

Premium Life │ 가맹조건

무인 점포 국내 최초 도입 :  인력 효율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Smart 도입사례



 한국판 아마존고│ 김포DC점

Premium Life │Just Walk Out



Premium Life │ Place (공간 : 카페 콜라보 편의점)

 무인 점포 국내 최초 도입 :  인력 효율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 카페/편의점 별도 출입구 : 야간 카페 미운영時 파티션 폐쇄 후 편의점 야간 독립 운영

Self 카페 복합형│ [투썸플레이스 콜라보] 오픈 예정점



Premium Life │ Place (공간 : 카페 콜라보 편의점)

 무인 점포 국내 최초 도입 :  인력 효율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Self 카페 복합형│ 동두천라운지점 / 광교빌리지점



Premium Life │ Place (공간 : 카페 콜라보 편의점)

 무인 점포 국내 최초 도입 :  인력 효율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호텔형 Self 편의점│ 뉴동해호텔점 / 강릉난설점



X

사업목표 : 무인 점포 확산에 발맞추어 물리,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위한 실증 및 취약점 발굴/제거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총 8억원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1년 12월 10일

지원내용 : 구축이 완료된 무인점포 대상으로 물리/정보보안 취약점 발굴 비용 지원 / 발굴된 취약점을 제거,완화,회피하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의 개선 고도화 지원

선정 점포 : R스타필드코엑스몰 6호점

완전무인점포│ 정부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X완전무인점포│ 정부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X완전무인점포│ 정부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