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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디자인, 기획, 설계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 및 비지니스 모델 개발 전문 공공 미디어 서비스 컨설팅 기업으로 

2013년 창업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은 IT 기반 제조, 콘텐츠, SW, 서비스 디자인, UI/UX, 마케팅 등의 경력을 갖추고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공공 미디어 서비스 산업을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구현하기 위해, 국내외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생태계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커넥티드 세상에서 

서비스와 사람과 기술 간의 연결을 통해 고객과 사용자에게 미디어 가치를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엠앤엠네트웍스가 생각하는 미디어는 홈 미디어(Home Media), 개인 미디어(Personal Media), 공공 미디어 

(Public Media) 입니다. 사용자의 콘텐츠 활용에 따라 미디어를 구분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 미디어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엠앤엠네트웍스는 공공 미디어(Public Media)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미디어 산업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작지만 강한 공공 미디어 서비스 및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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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분류 기준은 시장 적용(상용화)기준으로 예측 

상용화 후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거나, 사회적인 합의와 수용이 필요한 부분은 LV 2이후로 표시

Data 기술은 Data 수집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필요

그에 따른 분석 기간을 감안할 경우 LV1은 수집/알고리즘, LV2는 분석, LV3는 AI 서비스 제시

기업 기술 보유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시장에서 사용자가 수용하는 시점과 엠앤엠네트웍스가 전망하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시점을 고려하여 LV1의 기준을 2020~2021년으로 설정 

Media

-

미디어가 ICT 인프라와 결합해서 시공간 및 기기 제약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융합적, 지능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발전중인 매체를 포괄적으로 지칭 (미래부 : 2014) 

Retail

-

리테일 테크 적용을 통한 운영 비용 절감 

고객 경험 증대를 통한 매출 확대

쇼핑 편리성 증가를 통한 고객 편익 증대 

고객 정보 자산 관리

(삼정KPMG 2017.- 유통 4.0 요약)  

Factory

-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 

(기획재정부 : 시사용어사전)

City

-

시민의 삶의 질, 도시 운영 및 서비스 효율성,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ICT 등의 수단을 사용 

(ITU : 2014) 

“ SM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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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앤엠네트웍스는 생각합니다.

SMART의 본질은 ICT를 활용하여 

사람과 환경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엠앤엠네트웍스가 생각하는

기술 발전 과정과 사용자 경험 조사를 통해 

익숙한 새로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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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앤엠네트웍스
공공미디어 방법론

오프라인 디지털 공간 구축 프로세스 방법론

사람(Human)을 중심에 두고 규정된 공간(Space)을 분석하고 장소(Place)의 정체성을 해석 

이후 사용자(User & Customer)의 경험을 분류하고 문제 정의를 통해, 기술(Technology)로 

사용자 (User & Customer)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여 사람(Human)에게 

서비스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주목적

6 7

공간

(Space)

1

장소

(Place)

2

기술

(Technology)

4

사용자

(User & Customer) 

3

법정, 행정적, 역사성, 시간성에 

따라 규정된 곳

도메인 특징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목적성이 부여된 곳

기술 선정 및 개발 검토를 통해

사용자와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구축 및 운영 가이드 제공 

공간 이동 이유, 장소 방문 목적을 기준으로 

사용자 경험 및 행동 동선 조사, 분석을 통해 

서비스 문제 정의 및 컨셉 디자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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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앤엠네트웍스가 제안하는

스마트 리테일

정의 

Smart Store는 고객에게 편의와 경험을 제공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Smart Factory와 연결(Connected)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Smart Store의 고객, 공간, 상품, 환경의 분석결과가 Smart Factory와 연결되어 제조 기반 서비스가 되는 E2E(End to 

End) Ecosystem 이라고 생각한다. 

엠앤엠네트웍스가 제안하는

고객 구매 프로세스 별 

Smart Store Service Tech 

오프라인 매장의 고객 구매 프로세스에 따른 Smart Store Service Tech를 분류 하였다. 

저관여 상품군은 동기/관심, 흥미, 결제 단계에 기술이 집중되어 있고, 고관여 상품군은 검색, 비교, 검토 단계에 기술이 집중되어 

있다. Smart Retail Tech 개발을 위해서는 Retail 산업 이해와 최종 고객의 소비 심리와 행동이 기술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Consumer

Delivery

Delivery

Smart Store

[ 고객 편의, 매장 운영 효율,  Data ]

D2C

[ 개인화, 맞춤형 ]

Smart Factory

[ 고객 만족, 생산성, 품질 향상 & Data ]

Logistics

Logistics

Consumer Trends (Profile & Life Cycle data)

Store

Factory Plan Design

Development

Distributio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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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앤엠네트웍스가 생각하는

오프라인 매장의 

가치

On-Off Line 경계에서 신 인류가 등장하였다. 편익을 제공하며,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자신이 좋아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신 인류는 익숙한 새로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모든 리테일 분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오프라인 매장의 가장 큰 

가치는 새로움과 경험 그리고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리테일 문화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은 

새로운 가치로 변화할 것이다. 스토어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본질에 부합하도록... 

엠앤엠네트웍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의 접점 정보를 

Information Touch Point로 분류화

ITP(Information Touch Point)는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받는 정보에 대한 가치 측정과 개선 및 발전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ITP는 크게 MITP (Media Information Touch Point)와 HITP(Human Information Touch Point)로 구분하며, 저관여와 

고관여에 따라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받는 정보를 분류하였다. 새로움과 경험을 위해서는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수이기에, ITP는 매장 정보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고객 구매 행동 프로세스  

고객 정보 인지 과정 ‘고객 관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까지의 

구매 행동 및 정보 인지 프로세스 

MITP ‘기업 지원’ 

유통 및 제조사가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어하는 정보의 터치 포인트 

HITP ‘직원 지원’ 

판매와 고객 확보를 목적으로 

직원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터치 포인트 

고객 응대 프로세스 ‘직원 관점’

판매 직원의 고객 응대 프로세스

매장 방문 이유

- 상품 체험

- 전문가 직원 상담 및 지원

- 상품 즉시 수령 및 반품 용이

- 매장만의 특별한 가격

- 매장에서만 제공하는 프로모션

- 쇼핑 이외의 새로운 경험

- 편리한 위치

고객이 원하는 것

- 온라인 만큼 좋은 가격

- 단골을 위한 가격

- 개인화 프로모션

- 맞춤 정보를 위한 Solution

- 맞춤 상품 및 서비스 

- 한 곳에서 모든 요구 사항 충족 

- 고객이 경험하는 부가 가치  확인

  (가성비, 고객 개인화 응대, 맞춤 샘플, 

   상담 결과 공유 – 감성 전달 요소)

- 매장에서 체험 후 온라인 구매

- (BOPIS) buy online, pick up in-store

- 고객 Self 결제

매장 편의성

- 상품 찾기 용이성

- 상품 전시, 진열 깔끔함

- 직관적 서비스 체험

-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음

- Smart Device 로 정보 이용

- 필요할 때 직원 지원

- 직원의 친절함

- On & Off 함께 운영

- 다양한 배송 방법

- 결제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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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테일 사례 01

투마루

매장 방문 고객이 자유롭게 상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를 기획하였다. 

안면인식 및 바코드 솔루션, 터치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지향했던 2015

년 스마트 리테일 매장의 초기 수행 

모델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 기능에서 벗어나 

고객 행동 및 상품관심도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고객과 매장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윈도우 

기능, 게이미피케이션 프로모션을 

통한 매장 재방문 요소를 적용 

하였다. 

-

고객사 

LG 생활건강 & LG CNS

-

연도 

2015년

-

적용 솔루션

상품 안내 터치 키오스크

안면인식 데이터 분석 솔루션

바코드 상품 안내 기기

투마루

다누리

WithIn 24

PoC (Proof of Concept)

-

프로젝트 역할

Public Media Director, PM

-

Partner

LG 전자 / 위플로우  /  휴즈플로우

제안 보고서 현장 구축 영상



1.1 Shop Value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장은 공급과 구매를 위한 접점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정보 취득 및 경험을 위한 접점으로 변화되고 있다. 

고객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신뢰성은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로 전달된다. 

필요와 욕구 유발은 사용 경험과 평판을 통해 확인한다. 

그리고 경쟁력은 정보 비교로 판단한다.

고객의 매장 방문은 필요와 욕구에 따른 의식과 무의식의 

행동이다. 

1.2 Digital Value

매장 내에서 홍보, 광고,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 

기기로서의 디지털은 한계가 있다. 

스마트 미디어로서 최소한의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고객에게 주목을 끌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매장에서 자연스러운 행동 유발  및 상품과 브랜드의 경험 

가치 전달과 고객과의 소통과 공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3 Shop Media Value 

매장 공간을 미디어로 규정할 수 있다. 

“미디어는 자신의 의사나 감정 또는 객관적 정보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나 감정은 고객의 소리에 해당하고, 객관적 

정보는 브랜드와 상품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매장은 고객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미디어가 되고, 

미디어의 도구로 디지털을 활용하여, 소통과 공유의 

가치를 극대화 시킴으로써 매장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1.4 Shop Media Structure 

매장의 본질은 브랜드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질의 결과는 고객이 구매를 하는 것이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질에 대한 소통과 행위를 이끌어야 한다.

 

본질에 대한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인터페이스(소통)가 

갖고 있는 역할은 신뢰 관계 구축이다. 객관적 신뢰와 

개인만이 갖게 되는 신뢰가 행위를 이끄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매장에 방문한 고객은 욕구와 필요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최소한 그들에게 인터페이스 인지와 행위를 

이끌어야 한다. 

01  Value Positioning

투마루스마트 리테일 사례 01

경험 정보

브랜드 상품

매장

경험 정보

행동유발 공유

Digital

행동유발 브랜드 구매결과

행위

인터페이스

본질

공유

경험

브랜드공유 상품

경험

정보

매장

행동유발

정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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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 상품 추천 > < 고객 인식 상품 추천 >

< 프로모션 게임 > < 바코드 연동 상품 상세 정보>

 2.1 구축 과정

 2.2 구축 완료

02  TOMARU 매장 구축 03  주요 기능 소개

투마루스마트 리테일 사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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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ED 구축 영상현장 구축 영상제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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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스마트 리테일 사례 02

다누리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성 확대를 

위해 리테일 분야 적용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 기준 스마트 스토어의 

모습으로 고객 관심 유도 및 매장 

방문 유도를 목표로 하였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검증과 매장에 

디지털 사이니지 적용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였다. 

고객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서울산업진흥원

연도 

2017년

프로젝트 역할

Public Media Director

스마트 리테일 기획 및 PM

솔루션 기획 및 팀 빌딩

Partner

LG 전자 / 인텔리안 / 엠나인 / 글쎄 / 지피오 / 뉴옵틱스

/ 노크 / 브이터치 / 위플로우 

적용 솔루션

비접촉 터치 디스플레이 솔루션

RFID 적용 상품 온라인 구매 연동

증강현실 (AR) 기반 매장 홍보 콘텐츠

안드로이드 기반 멀티 싱크 솔루션 + Device

가격 및 상품 정보 스트레치 디스플레이

투명 LED 디스플레이

콘텐츠 운영 솔루션

1.1 추진 배경 

“4차 산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 

[특징]

초 연결 사회(Hyper Connected Society):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

인공 지능(AI) & 빅데이터 :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 파악(초지능성) 

서비스 디자인(Service Design)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예측 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 4차 산업의 특징을 수용한 오프라인 매장의 혁신 필요

- 사용자와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산업 활성화

- 새로운 경험과 가치 제공을 통한 산업 활성화

1.2 추진 필요성

End(생산 기획) to End(사용 후기)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 개발, 생산 등의 기업 활동과 관심, 

필요, 구매, 이용 만족도 등의 고객 활동의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오프라인 매장 모델  

고객 접점(Touch Point) 

고객에게 다누리 매장의 상품 및 4차 산업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구매 유도 및 흥미와 관심 등의 경험을 제공하는 

매장

1.3 추진 목적

Environment

eXperience

Nature

IoT

IoE

Big data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4차 산업의 기업 가치 프로세스>

Industry 4.0
User & Customer 
Profile

Leading
Company

01  다누리 매장 사이니지 구축 Plan

ICT

경험 매장

(Touch Point)

O2O

Producer 

Value Chain

Customer 

Value Chain

Retail



20 21

다누리스마트 리테일 사례 02

2.2 다누리 매장구축 컨셉안

2.1 조사 분석 2.3 다누리 매장 구축 프로세스

< 공간 > < 장소 / UX & CX > < Touch Point >

02  다누리 매장 O2O 컨설팅 프로세스

< UX & CX >

< 갤러리형 매장 > < 체험형 매장 >

< O2O 매장 > < Digital Furniture >

< Technology >

기획 & 설계
제품 및 

서비스 선정

UX & CX 기반 

매장 인테리어

SW & Contents

& Digital Furniture

개발

입점 및 운영
실시간 측정

및 분석 공유



22 23

다누리스마트 리테일 사례 02

3.1 구축 과정

3.2 구축 완료

03  다누리 매장 현장 구축

스마트 스토어 구축 이후, 방문객 추이 분석 / IoT센서를 통해 성별, 연령대별 방문 고객 분석

내외국인 방문 비율 및 방문객 수

연령대별 방문객 수

04  매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1.1 구축 과정

1.2 구축 완료

24 25

WithIn 24스마트 리테일 사례 03

WithIn 24

고객 맞춤형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24시간 이내에 가능한 패션테크 

시범매장 ‘위드인24’ 구축에 일부 

하드웨어 기획 및 구축을 담당 

하였다. 

위드인24의 컨셉 기획의 방향성은 

미래지향적이었으나, 실제 구축에 

있어 기획과 실매장의 운영 부분이 

미숙한 시행 착오를 겪었다. 

향후 이러한 시도는 지속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실매장에서 

고객과 사용자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고객사 

한국패션산업협회

-

연도 

2019년

-

적용 솔루션

멀티비전 디스플레이

LE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CMS 솔루션

-

프로젝트 역할

하드웨어 기획 & 팀 빌딩

정보 디스플레이 콘텐츠 기획

-

Partner

현대IT / 비토라 /  BBMC / 위플로우

01  Within24 매장 구축

관련 기사



1.1 Retail Tech Pain point 도출

Retail 산업은 비용 절감 및 매출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는 사례를 찾고 있음.

현재는 시행 착오를 겪는 기간이며, 리테일 테크 기업과 리테일 기업 간의 시각 차 극복 시기 

Pain point 중에서 PoC 가능 부분으로 고객 정보 – IoT & 데이터 분석 선정

1.2 스마트 리테일 플랫폼을 위한 데이터 가치 정의

오프라인 매장은 고객 정보(식별, 비 식별), 고객 행동 패턴(구매, 매장 동선), 상품과 고객 관계, 고객 정보 구축이 한계 

고객 이해를 통한 매장 운영 및 상품 관리에 집중하고자 하는 니즈를 반영하여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두고 PoC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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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스마트 리테일 사례 04

PoC (Proof of Concept)

이 프로젝트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리테일 및 디스플레이 역할과 토탈 

솔루션 기획을 위한 PoC(Proof of 

Concept)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매장, 고객, 상품, 환경 간의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지능적인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과 스마트 팩토리 

분야까지의 확장성을 검토하였다. 

핵심은 스마트 스토어에서의 

미디어 역할과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 가치 측정이었다.

-

고객사 

A전자

-

연도 

2020년

-

적용 솔루션

매장 데이터 분석 솔루션(히트맵, 동선, 비식별 고객 분석, 

고객 입출입, 유동 인구 데이터 수집 분석)

환경 데이터 수집 (눈, 비, 미세먼지 , 온도)

상황인지 콘텐츠 운영 솔루션

공간, 고객, 상품, 환경 간 상관 관계 분석

-

프로젝트 역할

Public Media Director

스마트 리테일 기획 및 PM

리테일 시장 조사 분석 및 발전 방향 컨설팅

솔루션 기획 및 팀 빌딩

-

Partner

BBMC / 글쎄 / 노크 / 쿠도커뮤니케이션 / 현대 IT / 

CPRO / 위플로우

01  PoC 추진 배경 및 선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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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스마트 리테일 사례 04

02  PoC 매장 구축 02  PoC 매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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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스마트 리테일 사례 04

고객의 동선과 구매(또는 관심)를 위해 매대에 머무는 시간 분석

IoT센서를 통해 방문객이 구매로 이어지는 구매전환율을 파악하고, 고객의 성별, 연령대별로 구매 상품 분석

매장 내  동선 (혼잡도)

매장 내  동선 (혼잡도) 하루 평균 구매 고객 접점 시간대 변화 (계산대 기준) 

매대별로 머무른 시간 (관심도)

03  PoC 매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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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테일 연구 사례 01

연구 사례

-

고객사 

닝교초 

-

연도 

2018년

-

연구원

이세리, 주연경

1차 매장분석 보고서

리테일 음식점 데이터 분석 보고서

2차 매장분석 보고서

일본식 돈부리 매장 분석

-

연구목적

매출 분석 및 고객 설문 조사를 통해 매장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매장 운영(메뉴 및 가격 조정)을 위한 조사

돈부리 닝교초 매장 분석

메뉴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용인 중앙시장 지역 신규 사업 

운영을 위한 분석 보고서

유·무인 운영 리테일 적용 가능한 솔루션

시장성 분석 및 기술 발굴, 검증

오프라인 스마트 스토어 

화장품 매장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돈부리 닝교초 매장 분석 
메뉴 개발 및 서비스 개선



-

고객사 

LGE  

-

연도 

2019년

-

연구원

이세리, 김민경, 박민희

유·무인으로 운영되는 리테일 부분 적용 가능한 솔루션 

시장성 분석 및 기술 발굴/검증 완료 보고서

유·무인으로 운영되는 리테일 부분 적용 가능한 솔루션 

시장성 분석 및 기술 발굴/검증 발표 자료

-

연구목적

유·무인 리테일 적용 가능 솔루션 시장성 분석 및 기술 발굴 

/ 검증

Data 기반 미디어 솔루션과 스마트 사이니지 오픈 플랫폼 

기술을 발굴하였으며, 관련 검증을 수행.

스마트 리테일 조사를 통해 하드웨어 중심에서 토탈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플랫폼에 대한 요구 증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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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중앙시장 지역 신규 사업 
운영을 위한 분석 보고서

유·무인 운영 리테일 적용 가능 솔루션
시장성 분석 및 기술 발굴, 검증

-

고객사 

위플로우

-

연도 

2018년

-

연구원

이세리, 양호정

용인중앙시장 사업을 위한 조사 보고서

위플로우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인 중앙 시장 사업 

검토용 보고서

용인중앙시장 사업을 위한 조사 보고서

-

연구목적

민간 기업 차원에서 전통 시장 활성화  기여 및 신규 사업 

아이템 검토를 위한 용인 중앙 시장 현황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사업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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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스마트 스토어 
화장품 매장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

고객사 

LG 생활건강

-

연도 

2020년

-

연구원

이세리, 김민경

스마트 스토어를 위한 기반 연구 계획안

프로젝트 수행 계획

-

연구목적

오프라인 화장품 매장의 스마트 스토어 구축 전략 및 

브랜드별 특성 반영한 고객 접점의 스마트 기술 도입 조사 

및 분석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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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시나리오 제안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엠앤엠네트웍스가 생각하는

미래 스마트 리테일은…

엠앤엠네트웍스가 진행하는

리테일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SMART Retail = SMART Store + SMART Factory

 

Smart Store에서 고객 편의와 경험을 제공하고, Smart Factory에서 지능적인 상품 개발/생산(End) 시스템 구축을 통해 

Connected Data-Driven 솔루션을 구현하여 Retail 산업의 E2E(End to End) 실현 

Smart Retail 은 비용 대비 뛰어난 경제성, 안정적인 스마트 기술, 매장 운영의 효율화, 데이터 분석 효과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Retail과 Tech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협업에 엠앤엠네트웍스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까운 미래의 Smart Retail은 IoT 기반 솔루션을 매장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매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Retail 산업의 도메인 특성을 반영한 알고리즘 기반의 리테일 솔루션 등장이 가속화 될 것이다.

고객 구매 프로세스 기준으로 엠앤엠네트웍스 오프라인 디지털 공간 구축 프로세스 기반으로 리테일 특화 데이터 수집 분석 수행

[ 구매 프로세스 ]

[ 엠앤엠네트웍스 오프라인 디지털 공간 구축 프로세스 ]

[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

5R 기반 (Right Place, Right Price, Right product, Right time, Right Volumn) 리테일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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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정의
데이터

전처리
시각화

데이터

모델링



엠앤엠네트웍스가 제안하는

스마트 리테일의 강점

리테일 이해관계자 중심의 컨셉 디자인

엠앤엠네트웍스가 연구 개발한 리테일 특화 ITP 정보 디자인

On Life 기반의 최종 고객  소비 행동 이해와 MD에게 의미있는 Data 분석안 제시

운영 가능한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과 스마트 리테일 기술 로드 맵 기획

리테일 도메인 별 차별화된 스마트 리테일 서비스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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