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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미디어

인스타 그램을 활용하는 매장형

인스타 허브 - InstaHUB™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활용하는 매장형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대화면 모니터
통해, 매장 방문 고객에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스타그램 소설 네트웍을 활용

생동감 있는 매장 상품에
대한 미디어 컨텐츠 들을 제
공

고객이 만든 매장 상품 미디어 컨텐
츠 제공 –해쉬태그(#)를 활용

미디어 컨텐츠 댓글을 통해 상품에 대
한 객관적인 평가 제공

누구나 쉽게 하는 인스타그램
젊은 트랜드 마케팅의 핵심 인스타그램

InstaHUB™ - 마케팅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쉽고 직관적인 InstaHUB™ 솔루션을 통해 “매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1
KEY

인스타 그램 마케팅
인스타그램(Instagram)은 5억 명 이상이 매일 사용하며, 하루 평균 9천500건 이상의 게시물이 업데이트 되는 소셜네
트워킹 서비스 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인스타그램의 ‘이미지’마케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직관적이고 공감하기 쉬운 이미지와 글에 많은 반응을 보이며 이는 곧 브랜드 마케팅이 되고 매출로 연
결 됩니다.
많은 업종에서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일차원 적인 인쇄물이나 매장 직원이 언급
을 통해 인스타그램을 검색하게 하고 “좋아요”, “팔로우”(계정 정보를 받아보기 기능) 요청 등을 하는 것 에 지나지 않
았습니다.
“INSTAHUB”는 고객과 쌍방향 소통 및 광고 마케팅이 가능한 솔루션 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의 마케팅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전략’의 차이가 ‘판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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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HUB™ - 중요한 키워드는 “공감”과 “감성 “

KEY

“INSTAHUB” 는 고객에게 보다 직접적인 홍보를 제공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전혀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도 INSTAHUB를 통해 SNS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매장 방문자들은 #(해쉬태그) 기능을 이용해 포스팅한 메뉴 사진, 가게이미지, 분위
기, 맛에 대한 다른 이용자 들의 감상과, 좋아요 기능을 통해 보여지는 공감을 직관
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계정에 포스팅한 가게 메뉴 및 이벤트 내용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좀 더
흥미롭게 마케팅 및 홍보에 동참하게 됩니다.

InstaHUB™ - 주요 기능
01 KEY
키워드 검색

검색키워드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이 포스팅한 게시물을
한눈에 모아 볼 수 있습니다.
가게의 인기 메뉴가 무엇인지, 어떤 메뉴들이 판매되는지에 대
한 정보를 일일이 홍보 할 필요 없으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
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좋아하는지에 대한 공감도 역시
따로 마케팅비용을 들이지 않고 노출 시킬 수 있습니다.

02 KEY
내 인스타그램

내 인스타그램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모바일을 통해 직접 포스팅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추천메뉴, 방문자 이벤트 내용 등 을 노출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요리하는 과정이나 평소 가게의 분위기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지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공유하여
가게 이미지 상승 및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저장은 다양한 포스팅
중 내가 보관 하고 싶은 내용만 모
아두는 스크랩 기능과 비슷합니다.

03 KEY
인스타그램
저장

후기 및 선호도가 좋은 포스팅만 따로
모아 소비자에게 노출 할 수 있습니다.

04 KEY
인스타그램
팔로우

QR코드 인식을 통해 모바일
로도 손쉽게 가게의 공식 인스
타그램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시간 중 혹은 외부에서
INSTAHUB를 구경하는 예비고객에게 가게
로 유입 가능하도록 이벤트 및 홍보를 추
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인스타허브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다기능 멀티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유용한 소프트웨어 앱들이 20종이상 공급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PlatKOM™을 통해 “무료”로 추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 다기능 디지털 사이니지용 소프트웨어
❖ 다기능 디지털 업무/교육용 소프트웨어
❖ 스마트 쇼케이스 및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무인화
관련 소프트웨어
❖ 고객-서비스 지향형 소프트웨어 제공
❖ PlatKOM™ 소프트웨어는 고객이 필요한 소프
트웨어를 맞춤형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 개발비 No, 기 구축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최
단기 고객 솔루션 제공

InstaHUB™ - 솔루션 세일즈 정보
인스타허브 마케팅 솔루션은 아래와 같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 TouchALL™ HUB 솔루션 제공 – InstaHUB™ 소프트웨어 포함(비용지불)
✓ 고객 컨텐츠 관리 및 운영 (비용 지불/ 고객이 직접 관리할 경우 무료)
✓ 클라우드 비용 및 기타 소프트웨어 서비스 비용 (무료)

⚫

⚫

❖

인스타허브 구입

단위 : 원 (VAT별도)

모델

55” HUB

65” HUB

75” HUB

판매가

3,500,000

5,200,000

7,000,000

모델

55” HUB

65”HUB

75”HUB

36개월

122,000

183,000

244,000

24개월

175,000

263,000

350,000

12개월

320,000

480,000

640,000

막강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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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허브 임대

인스타허브 기본 사양

화면 크기
55”/65”/75”

운영 소프트웨어 플랫폼
플랫폼 소프트웨어 –PlatKOM™
Windows IOT Enterprise

디스플레이 규격

임베디드 컴퓨터

전문 디지털 사이니즈 모니터

디지털 사이니지용 임베디드 컴퓨터

터치스크린 기술

인증

PulseIR™ 터치스크린

별도 인증표기

솔루션 세일즈 및 기술 지원

경기도 유망 중소 기업
수출유망 중소 기업
병역특례 지정업체

(주)알엔디플러스
주
소
본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38 일산 테크노 타운 610호
홈페이지
팩
스
문의메일
대표번호

www.rndplus.com
031. 914. 3665
smartstore@rndplus.com
031. 914. 3662

◆ 플랫폼 소프트웨어 솔루션

⚫ 다기능 멀티 플랫폼 소프트웨어
❖ 다기능 디지털 사이니지용 소프트웨어
❖ 다기능 디지털 업무/교육용 소프트웨어
❖ 스마트 쇼케이스 및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무인화
관련 소프트웨어
❖ 고객-서비스 지향형 소프트웨어 제공
❖ PlatKOM™ 소프트웨어는 고객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맞춤형 제
공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 개발비 No, 기 구축한 솔루션을 기
반으로 최단기 고객 솔루션 제공

◆ System Integration Solutions
을 기반으로 진정한 고객 맞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시스템 솔루션

⚫ Kiosk/DID

⚫ Digital Interior
✓ TouchALL™ WALL

⚫ Digital Board
✓ TouchALL™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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