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Self STORE / SHOWCASE

SMART SHOWCASETM 기반 스마트 셀프 스토어

SMART SHOWCASETM 기반 스마트 셀프 전시대

SMART Self STORE SMART Self SHOWCASE
공간 임대형 수익사업 디지털 공유경제 디지털 샵인샵 디지털 실물 광고 디지털 프렌차이즈
●

●

●

●

4차산업기술기반의 사용자가 관심있는 사물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주는 디지털 전시대

스마트 셀프 스토어 – SMART Self STORE

스마트 셀프 쇼케이스 – SMART Self SHOWCASE

●

혁신적인 디지털 기반 공유경제 솔루션

●

렌탈 기반 부가수익창출 솔루션

●

혁신적인 실물 광고 및 홍보 비즈니스 솔루션

●

무인 판촉 및 셀프 트레이닝 솔루션

●

무인 팝업스토어 및 샵인샵 솔루션

●

셀프 스토어 프랜차이즈 솔루션

●

무인 전시 및 셀프 전시 솔루션

●

사물인터넷(IoT) 기반 마케팅 솔루션

SMART Machine Specialist RND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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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객 세일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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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HOWCASE™
™ 모든 제품은 렌탈 시스템 도입으로 초기 비용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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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셀프 스토어 - SMART Self STORE
스마트 셀프 스토어 제품은 결제와 실물광고를 통해, 기존의 자판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디지털 유통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혁신적인 공간 기반 공유경제, 디지털 팝업 및 샵 - 인 - 샵, 디지털 유통 프랜차이즈 등의
새로운 4차산업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유통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무인

셀프 결제 Pay Now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여, 고객이 직접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무인 판매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 디지털기반

광고 마케팅
Digital Curation

marketing

스마트 큐레이션 기술을 제공하여, 디지털 컨텐츠로 광고 및 홍보를 통해,
상품의 판촉 과 새로운 마케팅 홍보 기법을 제공합니다.

소비자 경험
기존의 자판기 솔루션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경험하게 합니다.

1. 승인조회 요청

2. 승인요청

4. 거래결과 통보

3. 승인요청 응답
VAN사, PG사

은행사, 카드사

결제 및 정산 솔루션
● 신용카드

결제

신용 카드 결제 및 정산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이 직접 결제를 진행하는 무인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무인 결제와 스마트 큐레이션 기술은 점원의 개입없이 고객이 직접 상품의 정보를 파악하여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무인

결제용 POS 솔루션

무인 결제를 통한 매출 조회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무인 POS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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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셀프 쇼케이스 - SMART Self SHOWCASE
스마트 셀프 스토어 제품은 실물 전시 및 광고를 통해, 새로운

혁신적인 광고 및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실물 광고 수익 모델

디지털기반 실물 광고 및 실물 전시 공간을 제공합니다.

과 무인 셀프 전시 및 홍보를 통한 혁신적인 디지털 고객접점
(MOT)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전시 홍보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및 키오스크형 홍보 및 광고
방식 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 서비스 지원
스마트 큐레이터기술은 전시대에 놓여있는 제품에 관심을

PlatKOM™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 기술중 음성 합성 기술

가지면, 모니터를 통해, 해당 제품의 디지털 컨텐츠가 제품에

을 접목하여 디지털 컨텐츠에 외국어로 말하기 기능을 제공

대하여 설명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합니다.

SMART SHOWCASE™에 탑재된 PlatKOM™소프트웨어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 영역편집기

● 표시영역

● 컨텐츠

● 고객

편집기

● 컨텐츠

편집기

● 시뮬레이터

막강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

관리 솔루션

관심도 관리 솔루션

● 전시상품

관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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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찍으시면 홈페이지의 설치사례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하는 무인 판촉과 마케팅을 수행합니다.

SMART SHOWCASE TM 대표 설치 사례
천안 암웨이 매장

스타필드 PK마트

무인 셀프 판매대

롯데백화점 카드

https://youtu.be/CsvBAKzbkCA

https://youtu.be/bs1N_zsd8QM

https://youtu.be/qWanG2m4nfM

https://youtu.be/zbiNmH-nRNI

CJ 올리브 마켓

인터넷 진흥원

IBK 기업은행

병원

https://youtu.be/OkTzo0FSGvY

https://youtu.be/IWlL1aFiS74

https://youtu.be/dwmC5mFDayw

https://youtu.be/iDdW969N4Dc

피트니스 클럽

스마트 스토어

이마트 팝업 스토어

카페 페이 전시회

https://youtu.be/EoAWK0V1cUE

https://youtu.be/Gc0Wgjy7AhM

https://youtu.be/QUKVDCT74is

https://youtu.be/k6jSQmxe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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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HOWCASE TM 솔루션의 핵심

SMART SHOWCASE TM 솔루션 제안서 및 문서

무인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스 솔루션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는 상품을 파악하여 사람의 도움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설명
하는 무인 판촉과 마케팅을 수행합니다.

스마트큐레이터 제안서

스마트 팜플렛 홍보 제안서

약국 임대형 광고 플랫폼 제안서

공간 임대형 리테일 Biz 제안서

기업용 전문 디지털 전시대 제안서

무인 셀프 스토어 제안서

설치사례 정보

스마트쇼케이스 사양서

스마트 안전/장비 교육용 제안서

❶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인포머티브 광고 솔루션
❷ 디지털 세일즈 및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❸ 디지털 고객 접점 솔루션
❹ 경험형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사물인터넷(IoT) 기반
고객관심도 측정 솔루션
고객의 관심 사항들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PlatKOM™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한후 마케팅 빅데이터로 활용합니다.
❶ 측정 가능한 광고 솔루션
❷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 분석솔루션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
현재 마케팅 트랜드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확장되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❶ 언텍트 마케팅
점원의 간섭없이 스스로 쇼핑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마케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❷ 컨텍스트 마케팅
특정상품의 구매욕구가 발생가능한
시점을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는 구매
욕구를 자극하거나 구매를 촉진하는
마케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❸ 카테고리 마케팅
모든 상품이 비교 진열되어 있는 전문
디지털쇼핑몰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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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및 기술 지원
SMART SHOWCASE™솔루션은 직접 판매, 렌탈 및 컴포넌트 솔루션 판매를 통해 고객 세일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MART SHOWCASE™ 솔루션은
SMART SHOWCASE™ 시스템 – 판매 및 렌탈
● 고객 컨텐츠 관리 및 운영 (1회 무료 및 비용 지불/ 고객이 직접 관리할 경우 무료)
● 클라우드 비용 및 기타 소프트웨어 서비스 (무료)
●

으로 구분되어 고객분들에게 공급합니다. 주문형 SMART SHOWCASE™는 별도 주문계약으로 공급합니다.
특 허
본기술은 산업 통산 자원부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알엔디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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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rndplus.com
팩스 031 - 914 - 3665 / 대표번호 031 - 914 - 3662
문의메일 sales@rndpl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