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올리브 마켓
브랜드 가치 향상 마케팅 운영 사례 연구
CJ 올리브 마케 1호점에 설치 운영되는
SMART SHOWCASE™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

스마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

SMART SHOWCASE™ 솔루션은 오프라인 판매장
에서의 CJ 제일제당의 대표 브랜드 상품에 대한 소
비자 브랜드 강화 마케팅 및 분석을 위해 도입된 유
통 4.0 시대를 위한 디지털 기반 마케팅 및 세일즈
자동화 솔루션의 운영 사례입니다.
55인치
디지털 사이니지 모니터
브랜드 상품

SMART SHOWCASE™
컴퍼넌트 솔루션

고객이 관심 있는 상품을 만지면
화면에 해당 상품의 브랜드가 노
출되며, 클라우드 서버에 고객의
만진 상품의 종류와 히트수를 기
록 및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4756회 브랜드 직접 노출 (약 2개월간)
2018.7.30~2018.10.08 기록 분석

햇반
835회 노출
비비고(신)
250회 노출

더 건강한
786회 노출
고매(신)
728회 노출

햇반컵반(신)
538회 노출

고매
709회 노출

비비고
225회 노출

백설
640회 노출

운영 결과
월평균 – 1,000명에게 브랜드 직접
노출
년평균 – 1,2000명 예상(월별 노출
빈도 변화 없음)

스마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

SMART SHOWCASE™ 솔루션은 소비자 브랜드 강화 마케
팅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통합 관
리시스템을 CJ 올리브 네트웩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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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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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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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 사업자 고객을 위한 테스트 공간으
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 지원 및 비즈니스 로직 설계를 지원하며,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