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의 혁명
오늘날의 구매자는 기대 수준이 높습니다. 구매자는 모든 채널에서 신뢰할
수 있고 개인화된 브랜드 경험이 일관성 있게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구매
자에게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운영 비용을 제어하는 방법은 무엇
일까요?

왜 IoT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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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 IoT의 효용
Watson IoT를 사용하면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센서 데이터를 기상 예보, 거래 이력 또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다른 데이터의 컨텍
스트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IBM은 세 가지 전략적 영역에 초점을 두고 고급 및/또는 인지 분석을 적용하여, 비즈니스에 대한 보
다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객 경험

공급망 및 머천다이징
IoT 가치:

IoT 가치:

– 개인화
– 자동화된 체크아웃
– 실시간 인게이지먼트 및 프로모션
– 쇼핑 안내(단말기 또는 구매자 주도)
– 새로운 이행 모델
– 고객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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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확장:
– 구매자 행동으로부터 학습하고 개인
화된 오퍼 및 제안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
– 비디오 분석을 통해 매장 내 행동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관련 지원을 제공

– 공급망 추적
– 재고 최적화
– 실시간 수요 예측
– 동적 분류
– 차량 관리
– 감사 및 규정 준수

인지 확장:

– 구매 패턴에서 학습하기 위한
비디오 분석 및 기상 데이터와
결합하여 조달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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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운영
IoT 가치:
– 배치 최적화
– 대기열 관리
– 에너지 절감
– Predictive Insights 및 자산 수명 주
기 연장
– 보안 및 손실 방지
– 근무조 최적화

인지 확장:
– 비디오 분석을 통해 구매자 이동을
바탕으로 학습하고 매장 배치를 최
적화
– 매 장 내 쇼핑 안내 또는 컨시어지
를 위한 자연어 처리 및 Personality
Insights
– 비 디오 분석을 통해 보안 구현 및
손실 방지

소매업체에서 Watson IoT를 활용하는 방식

보다 스마트한 쇼핑 경험
특정 대상을 위한 오퍼: 중간 규모의 백화점 체인은 실시간 “히트 맵” 데이터를 고객의 프로파일과 결합하여 적절한 프로모션을 제
안하고 거래를 늘렸습니다.
개인화: 한 패션 브랜드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구매 행동 및 소셜 상호 작용에서 얻은 통찰을 이용함으로써 고객 인게이지
먼트를 강화했습니다.

더 스마트한 운영
자산 상태 및 예방적 유지보수: 미국의 주요 식품점은 인지 IoT 기반의 냉장 관리를 통해 연간 14억 달러 가량의 신선 식품 손실을
절감했습니다.
직원 관리: 한 커피 체인점은 IoT 기술로 직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업무부하 성과를 최적화했습니다.

보다 스마트한 머천다이징 및 공급 네트워크
재고 관리: 세계적 의류 및 액세서리 소매업체는 RFID를 사용하여 재고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매출과 고객 만족도를 모두 높였습니다.
공급업체 추적 및 물류: 미국의 한 슈퍼마켓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연결하여 제품 운송 상태를 추적
했습니다.

IBM에는 전 세계에 4,000명 이상의 소매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소매업을 위한 IBM Watson Io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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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Riley, mariley@us.ib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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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visit ibm.com/iot/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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