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카탈로그 셀프 쇼케이스
– 혁신적인 광고 및 홍보용 디지털 카탈로그 쇼케이스
SMART SHOWCASE™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카탈로그 큐레이션 솔루션

✓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방식 홍보 및 광고

카탈로그(팜플렛)에 대한 고객 경험을 통해 궁금증을 디
지털 큐레이션 기능을 통해, 고객이 궁극적으로 카탈로그
(팜플렛)을 가져가 도록 유도합니다.
“디지털 정보는 카탈로그(팜플렛)에 비해 쉽게 잊혀지고, 다시 찾
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인 카탈로그(팜
플렛)가 사라지지않는 이유입니다.”

“스마트 큐레이터는 고객들이 카탈로그의 내용을 읽지 않
아도 스스로 알아서 설명합니다.”

❖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 사로 잡는 광고 및 홍보 매체
❖ 디지털 기술로 고객과 소통
✓ 디지털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휘발성 정보✓ 디지털 정보는 찾기 귀찮고 생각보다 힘들다. -디지털 정보 검색은 노동-

종이 매체 기반 카탈로그 (팜플렛) 홍보
및 광고 방식

❖ 한번에 그리고 언제든 모든 가장 쉽게 정보를 취득
❖ 광고와 홍보가 카탈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
✓ 너무 오래된 광보 홍보 수단으로 관심이 없다.
✓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야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혁신적인 “디지털 큐레이터”기술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광고 및 홍보”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디지털 광고 + 실물 카탈로그(팜플렛) 전시 + 디지털 큐레이션 기술을 결합한 혁신
적인 광고 및 홍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관심유발

⚫ 개별 팜플렛 관심 유발

대기화면의 영상으로 고객 관
심유발

특정 팜플렛에 관심을 가지면
고객이 팜플렛을 만짐.

⚫ 내용 관심 유발
특정 팜플렛의 내용 설명이 모
니터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

⚫ 팜플렛 취득
설명이 만족스럽거나 관심이
있으면 팜플렛 취득

⚫ 디지털 광고
디지털 컨텐츠로 광고 및 홍보를 위해 고객
을 스마트 큐레이터로 유인합니다.

“디지털 광고의 핵심 목적입니다.”

⚫ 디지털 큐레이션
⚫ 카탈로그(팜플렛)
카탈로그(팜플렛)에 대한 고객 경험을 통해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고객이 관심있는 팜플렛을 집어 들어 보는 행위는 자
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카탈로그(팜플렛)에 대한 고객 경험을 통해 궁금
증을 디지털 큐레이션 기능을 통해, 고객이 궁극적
으로 카탈로그(팜플렛)을 가져가 도록 유도합니다.
“스마트 큐레이터는 고객들이 카탈로그의 내용을
읽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설명합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용 고객 관심도 측정
사물인터넷기반(IoT) 기반 고객관심도 측정 솔루션
고객들이 관심 사항들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PlatKOM™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한후 마케팅 빅데이터로 활용합니다.

01

측정 가능한 광고 솔루션

02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 분석솔루션

고객의 관심도와 노출되는 광고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클라우드 기반 측정
솔루션

위치, 날짜, 상품 등의 정보들의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는 빅
데이터 솔루션

Microsoft Azure
Cloud Service

건물내의 자투리 공간 활용 통한 광고 및 홍보 공간 임대형 수익
사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초기 투자”가 필요 없는 임대형 광고 및 홍보 사업

“

[부대 수익] = 카탈로그 공간 월 광고 수익 - 월 시스템 렌탈 비용
✓ 카탈로그 공간별 광고 수익
광고 및 홍보 수익
1. 카탈로그별 광고 및 홍보물
2. 디지털 광고 수익
3. 메인 디지털 광고 수익

✓ 월 시스템 렌탈 비용
카탈로그 광고를 위한 스마트
셀프 쇼케이스는 12/24/36 개
월 단위로 렌트 형식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카탈로그 셀프 쇼케이스
방치된 전통적인 정보 및 광고 수단인 카탈로그 (팜플렛) 거치대를 4
차 산업혁명 기반의 “디지털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바꾸어
보세요

✓ 효과 없는 카탈로그 홍보물을 구석에 아무렇 게나 방치하고 계신
가요?

새로운 카탈로그 전시대는 고객이 원하는
디지털 홍보 및 광고를 통해, 정보 전달을
극대화합니다.

스마트 카탈로그 큐레이터
아날로그 카탈로그(팜플릿)를 홍보나 광고 매체를 활용하는 공간을 익숙한 카
탈로그를 기반으로 디지털 홍보 및 광고 공간으로 변화시켜드립니다..

각종 영역에서의 아날로그 카탈로그 및 팜플렛 거치대를 스마트 카탈
로그 셀프 쇼케이스로 바꿔보세요.

관공서

은행

전시홍보장소

쇼핑몰

기업 홍보관

능동적인 관공서 정책 및 사
업 홍보를 제공합니다. 영상
홍보와 카탈로그 홍보를 결
합하여, 쉽고 편리한 정책
홍보를 수행합니다.

무형 상품인 금융상품
소개 및 판촉 효율을 높
여주고, 대기 시간 동안
의 고객관심을 높여줍니
다.

전시장내의 각종 행사 및
전시 공연 등에 대한 정
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
며, 고객 관심사항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 및 판촉 행상
알리기를 통한, 효과적인
상품 및 행사 알림을 가
능하게 합니다.

전시장이나 상설 기업
홍보관등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가능하게 합니
다.

SSM-MND
SSM-BBD

SSM-PPD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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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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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