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공간 임대형 디지털 세일즈 및 판촉 자동화를 제공하는

스마트 큐레이터 – SMART Curator
-리테일 매장 운영 사업자 수익 창출과 매장 입점 기업들과의 상생 비즈니스 제안서

디지털 세일즈 및 판촉 자동화 스마트 큐레이터 (SMART Curator) 솔루션 기반

리테일 매장사업자용 “전시 공간 임대형 신규 수익 모델” 및 “상생 비즈니스”를 제공합니다.
리테일 매장 사업자
✓ 무인 판촉 코너/팝업 스트어 공간에 스마트
큐레이터 설치 및 운영
✓ 분할된 전시 공간을 매장 입점 고객에게 임대
✓ 전시 공간 임대수익 창출

리테일 매장 사업자를 위한 “전시 공간 임대
수익모델”
⚫ 특별전시공간 임대로 “고정 수익 창출” 및 “매출 수익” 확대
⚫ 입점 고객들의 신규 상품매출 증대로 인한 “상생 비지니스 전략 “
⚫ 매장에서의 유통 4.0 시대를 지향하는 디지털 기반 마케팅 및 세일
즈 자동화 지원

매장 입점 고객들을 위한 혁신적이고 저렴한 신제
품 마케팅 및 판촉 솔루션
⚫ 저렴한 비용으로 “신규 상품 프로모션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
-저렴한 임대료만 지불. No 장치 투자, No 인력
⚫ 고객 유인을 통한 매출 증대 및 O2O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접점”
제공
-최신 디지털 광고 기술인 스마트 큐레이션 기술을 활용

스마트 큐레이터 SMART Curator

“어! 신기하게 고객이 상품을 만질 때 마다
상품설명이 알아서 척척 모니터에 나오네 ?”

01

02

어떻게 기계가 고객들이 어떤 상품들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스마트 큐레이터 솔루션”은

01

고객이 전시공간의 상품을 만지면, 고객의 행위를 인지하여,

02

고객 눈높이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해당 상품의 광고와 상품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디지털 큐레이션” 이라고 지칭합니다.

리테일 매장 입점 기업들의 상품 광고 및 세일즈 강화를 위한,
“무인 코너 및 팝업 코너에 설치하는 임대형 세일즈 자동화 솔루션”

디지털 무인 신상품 판촉 코너
비지니스.
SMART SHOWCASE™를 활용하는 전략적인 비즈
니스는 대표적으로 디지털 무인 신상품 판촉 서비
스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는 쇼핑몰 운영자

디지털 팝업 코너 비지니스.

가, 고객 노출이 많은 장소에, SMART

SMART SHOWCASE™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로써,

SHOWCASE™ 설치하여, 쇼핑몰에 입점한 제조사

디지털 기반의 팝업 스토어(Pop Up Store) 비즈

의 신상품들의 전시, 홍보를 통한 판촉을 지원하는

니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팝업 스토어는 한시적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쇼핑몰 운영자가 소정의 비

인 공간을 임대하여, 브랜드 홍보, 판촉, 및 판매

용을 제조사에서 받고 SMART SHOWCASE™의 특

를 목적으로 하는 최신 리테일 마케팅 트랜드입

정 전시공간을 할당 받고, 일정기간 판촉을 가능하

니다.

게 하여, 쇼핑몰에 입점한 제조사의 매출을 향상
시켜주는 동시에 운영자와 제조사의 이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SMART SHOWCASE™ 솔루션은 무인 디지털 판매 코너
를 운영하거나 디지털 팝업 스토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SMART SHOWCASE™ 솔루션을 무인 디지털 판매 코너를 운영하여, 새로운 판촉 솔루션 비즈니스를 구축
할 수 있습니다. .

01

무인 디지털 판매 코너 및 디지털 팝업 코너를 통한 부가적인 수익모델 창출 및 입점 고객
들에게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제공
SMART SHOWCASE™ 솔루션을 무인 판매 및 판촉기능을 활용하여,
대형 마트나 쇼핑몰의 특정 장소에 영구적인 방식으로 설치하는 상
시적인 무인 판매 코너를 구축하거나, 파업 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팝
업코너를 구축하여, 전시공간을 입점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입점 고객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 지원 서
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02

대형 마트 및 쇼핑몰의 디지털화를 통한 고객 편리성 증대 및 매출 증대
SMART SHOWCASE™ 솔루션의 도입 및 운영은, 쇼핑몰 및 대형 마트
의 매출 증가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판매 실적이 우수한 입점 고객을 위한 서비스 지원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03

상품 공급사 신제품들의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 및 디지털 팝업 마케팅 지원
SMART SHOWCASE™ 솔루션은 상품 공급사(입점 고객)는 영업장내
의 소비자 인도향상 및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지강화 및 매
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촉사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판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테일 매장 사업자를 위한 “전시 공간 임
대 수익모델”
⚫ 특별전시공간 임대로 “고정 수익 창출” 및 “매출 수
익” 확대
⚫ 입점 고객들의 신규 상품매출 증대로 인한 “상생 비
지니스 전략 “
⚫ 매장에서의 유통 4.0 시대를 지향하는 디지털 기반
마케팅 및 세일즈 자동화 지원

SMART SHOWCASE™ 솔루션은 무인
디지털 판매 코너를 운영하거나 디지털
팝업 코너를 가능하게 합니다.
SMART SHOWCASE™ 솔루션을 활용한 무인 디지털 판매 코너
나 팝업 코너의 전시 공간을 상품공급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수
익과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상품 공급자는 자신의 상품의 디지
털 광고를 포함하여, 색다른 소비자 인식을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한 SMART SHOWCASE™ 솔루션 활용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설명합니다.

“SMART SHOWCASE™ 솔루션 활용 비즈니스 수익 모델”은 리테일 매장 운영 사업자가 SMART
SHOWCASE™의 개별 전시 공간을 입점 고객에게 월30만원에 임대합니다. -초기 컨텐츠 셋팅 비용
은 운영회사에 지급하여, 관리비용으로 지급합니다.

SMART SHOWCASE™ 장치를 임대한 경우를 고려하면, 1200만원의 쇼핑몰 사업자 고정 수익이 발
생하며, 실질적인 임대 효율을 최고 80%에서 최소 50%로 추정하면, 장비당 년 최대 900만원에서 최
소 500만원의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SMART SHOWCASE™는 통해 판매한 제품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모델을 제공합니다.

입주 기업 A,B,C,D
전시공간임대비용

30

만원/월

컨텐츠 셋팅 비용

10

만원/한번

장치/임대료/감가삼각

30 4
120
45

진시공간사의
A,B,C,D 임대
만원/월

만원/월

SMART SHOWCASE™ 당 예상 고정 수익모델

9000-500

임대효율 90%-50%
만원/년

SMART
SHOWCASE™ 무인
판촉 및 판매에 의한
증가 매출 수익

매장 입점 고객들을 위한 혁신적이고
저렴한 신제품 마케팅 및 판촉 솔루션
⚫ 저렴한 비용으로 “신규 상품 프로모션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
-저렴한 임대료만 지불. No 장치 투자, No 인력
⚫ 고객 유인을 통한 매출 증대 및 O2O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접점” 제공
-최신 디지털 광고 기술인 스마트 큐레이션 기술을
활용

“사람은 관심있는 상품을 늘 만지려고 합니다 ”
“가장 강력한 광고는 관심과 경험입니다.”

유인

관심

판매 및 판촉

실물 전시
실물전시는 고객
경험의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디지털 사이지
디지털 컨텐츠로
고객을 유인합니다.

구매

디지털 큐레이션
스마트 큐레이터의 디
지털 큐레이션을 통해,
고객이 관심을 가지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여, 고객
의 관심을 이끌어냅니
다.

고객의 관심을 통해 구
매를 결정하도록 유도합
니다. 스마트 폰을 통해
서 온라인 구매를 유도
합니다.

스마트 큐레이터 솔루션도입으로 입점 고객의 매출
향상을 도와드립니다.

01

고용비용 증가로 판촉직원을 채용하기가 어
려우신 가요?

02

점원이 간섭없이 스스로 쇼핑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세일즈와 마케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판촉 직원의
고용의 어려움이나, 직원 감소로 인
한 판매 부진을 SMART
SHOWCASE™가 해결해 드립니다.

03

저렴하게 전문적인 판촉을 원하세요?

고객분들이 판촉사원을 거북하게 느끼나요?

04

숙련된 판촉 사원을 쉽게 찾기 힘들거
나, 판촉을 위한 교육 및 근무 시간의
한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객들이 관심과 니즈를 가지는 신상품을 직접
확인하기 원하세요?
SMART SHOWCASE™는 고객들이 관심
을 가지는 상품을 인지하여, 고객 관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마케팅용 빅데이
터화를 통해, 직접적인 마케팅 분석과
활용을 통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강력한 인포머티브 광고 기법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구매 요구를 향상시킵니다.

05

혁신적인 디지털 광고를 통해, 쇼핑몰 고객들
에게 인상깊은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판촉을 위해 고객분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불편한 디지털 키오스크나
단순 플레이형 디지털 광고장비와 차
원이 다른 새로운 디지털 판촉을 제공
합니다.

06

저렴한 비용으로 능동적인 무인 판촉 운영으
로 바꾸어 보세요
최근 무인 매장 트랜드와 새로운 고객들의
요구사항인 고객 간섭을 최소화하는 언텍트
마케팅, 고객들이 구매시점에서 상세한 상
품 설명을 요구를 구현하는 컨텍스트 마케팅
및 직접 모든 상품을 경험하고 구매하려는
고객들 위한 카테고리 마케팅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SMART SHOWCASE™ 솔루션은 제공하는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합니다.

01

자연스러운 고객 행동 기반 -Natural Consumer’s UX
✓ 고객들이 기기의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이 디지털 키오스크와 같은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정보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고객을 교육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관심 가는 상품을 만지거나 집어 들면, 시스템이 자동으
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02

직관적인 인포머티브 광고 -Intuitive Informative Adversting
✓ 고객이 관심을 보이는 상품과 상품의 정보를 직
접으로 연결지도록 하는 직관적인 판촉 및 구매
를 유도합니다.
고객 관심이 유지 시간은 5~10초 정도로 인포머티
브 광고는 고객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의
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전달

정보

03

상품

직접적인 고객 관심 및 니즈 측정 -Measurable Consumer’s Interest & Needs
✓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호기심을 보이는 유,무형 상품에 대한 직접적
인 관심 및 선호도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SMART SHOWCASE는 직관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행위를 인지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손쉽게 상품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고, 빅데이터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디지털 광고의 문제인 인포머티브 광고의 어려움과 함께, 고객의
관심을 측정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04

고객 접점 및 피드백-Customer’s Contact & Feedback
✓ 고객의 추가적인 고객서비스가 필요할 때, 즉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
와 함께 마케팅이나 지원 서비스 부서와 인터넷을 통해 연결을 가능하
게 합니다.
SMART SHOWCASE는 지능적인 키오스크 장지로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으로, 익숙한 터치스크린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비자와 관심 상품에 대한 직접
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합니다.

솔루션 세일즈 정보
SMART SHOWCASE™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큐레이터 솔루션은 직접 판매, 임대 및 컴포넌트 솔루션 판매를 통해 고객 세일즈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세일즈 정보
✓ 솔루션 구입
스마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은
⚫ SMART SHOWCASE™ 시스템 (비용지불),
⚫ 고객 컨텐츠 관리 및 운영 (비용 지불/ 고객이 직접 관리할 경우 무료)
⚫ 클라우드 비용 및 기타 소프트웨어 서비스 비용 (무료)
으로 구분되어 고개분들에게 공급합니다. 주문형 SMART SHOWCASE™는 별도 주문계약으
로 공급합니다.

✓ 솔루션 임대
스마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은 임대형 은 장기 및 단기형로 나누어 고객분들에게 공
급합니다. 임대형은 주문형 SMART SHOWCASE™는 별도 주문계약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시험사업으로 운영하여, 시범사업기간 운영 실적이나, 해당 비즈니스에 적합한 솔루션을 완
성하여 적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합니다.

연락처 정보
(주)알엔디플러스
본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38 일산 테크노 타운 610호
영업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38 일산 테크노 타운 312호
기업 부설 연구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38 일산 테크노 타운 313호
홈페이지
팩
스
문의메일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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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
(주)알엔디플러스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는 멀티 터치스크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및 차세대 핵
심 사업인 SMART MACHINE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주

소

본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38 일산 테크노 타운 610호
영업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38 일산 테크노 타운 313호
기업 부설 연구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38 일산 테크노 타운 312호
홈페이지
팩
스
문의메일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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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상품안내시스템(Smart Showcase) 유튜브 동영상 설명자료(국문)
http://youtu.be/5D-1kaDHqGw
※ ㈜알엔디플러스 홈페이지
http://www.rndplus.com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 경기도 일산 본사 영업부 전시장에 고객들이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는 다양한
SMART SHOWCASE™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관은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 사업자 고객을 위한 테스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 지원 및 비즈니스 로직 설계를 지원하며,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