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Touch™ – Contactless Multitouch Screen
터치스크린 표면의 오염에 걱정 없는 위생적 비접촉 멀티터치 스크린

CleanTOUCH™

CleanTOUCH™
PulseIR™ 적외선 터치스크린 기반 비접촉 멀티터치 스크린
CleanTouch™는 PulseIR™ 적외선 멀티터치스크린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비접촉 멀티터치 스크린으
로써,

“공공장소에 설치된 키오스크등의 접촉형 터치스크린 표
면상의 오염으로 인한 접촉 감염의 예방”
을 목적으로 개발된 혁신적인 터치 스크린입니다.
비접촉을 구현하는 햅틱기술은 Visual Haptic 기술을 적용한 AIRTouch™ 제품입니다.

CleanTOUCH™

CleanTOUCH™
터치스크린

CleanTOUCH™는 PulseIR™ 적외선 멀티터
치스크린을 기반으로 개발된 비접촉 기술
인 AIRTouch™기술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Visual Haptic
CleanTOUCH™는 비접촉 상태에서 사용
자 UX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Visual
Haptic 기술을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터
치스크린을 터치하고자 의도 할때, 사용
자의 시선이 터치위치에 집중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그래픽을 터치가 이루어 졌음
을 알려준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제공합니
다.

CleanTOUCH™ 제품의 핵심 응용가치들
CleanTOUCH™는 비접촉 터치스크린으로, 다중 사용자가 사용하는 터치스크린의 오염으로 부터 위생학적인 안정성 (사용자의 심리적인 안정성을 포함하여)과 제
조, 생산 현장등에서의 직접적인 터치 스크린의 파손이나, 식료품 생산공장에서의 교차 오염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제공하며, 의료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교차 감염
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01 공공장소에서의 터치스크린 표면의 오염 문제
공항과 같은 다중 사용자가 사용하는 터치스크린 기반의 공공 키오스크들은, 위생학적인 감
염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노출은 터치스크린 사용자의 심리적인 불안
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메르스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교차 감염의 소스
로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leanTOUCH™이 이와 같이 공공장소나 버스정거장같은
외부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도 비접촉 방법으로 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02 생산 및 제조 공장설비에서의 터치 스크린의 오염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더 터치 스크린 입력장치를 활용하는 생산
설비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 제조현장에서의 감염이나, 정교하지
못한 작업자에 의한 직접 터치에 의한 터치 스크리의 파손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
니다. CleanTOUCH™ 는 이와 같은 생산 현장에서의 감염이나 파손을 최소하는 터
치스크린 솔루션입니다.

업무장소내에서의
03 의료
면의 오염

터치 스크린의 표

병원에 같은 의료현장에서의 환자들이나 의료 종사들간
의 감염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
현장의 터치스크린을 장착한 자동화 기기의 증가로 인
해 이와 같은 감염 경로를 제공하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
습니다. CleanTOUCH™은 병원내의 자동화 기기 및 수
술실과 같은 극도의 청결을 유지하는 공간에서의 감염
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입력 장치입니다.

CleanTouch™
CleanTouch™기술은 PulseIR™ 멀티터치 스크리을 기반으로 하는 AIRTouch™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PulseIR™ Multitouch screen 기반의
AIRTouch™

AIRTouch™ 용
CleanTouch™ 소프트웨어
CleanTouch™의 VisualHaptic 기술의 구현은 소프트웨어 기술
로 개발되었습니다.
지원 운영체제
Windows 7/8/10
안드로이드(개발중)

Linux (개발중)

PulseIR™
PulseIR ™는 혁신적인 적외선 기반 멀티 터치 스크린 기술을
나타내는 상표이며, CleanTouch™기술은 PulseIR™ 핵심 기술
을 기반으로 합니다.
본기술은 산업 통산 자원부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허:10-2014-0091840|10-2015-0022277|10-20150032645|10-2015-0092839|10-2016-0052138|PCTKR2015/007517|10-2017-0072657|US10,042,464

세일즈 정보
⚫ CleanTouch™ 비접촉 멀티터치 스크린
CleanTOUCH™ 제품은 3가지 비즈니스 형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형 모듈 공급은 기존
PulseIR™ 멀티터치 스크린 제품과 유사한 제품 라인업을 공급합니다.
✓ OEM 모듈 공급
고객 주문형 CleanTOUCH™ 제품으로 설치 구조를 직접 설계 및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자세
한 사항은 연락처 정보를 통해 문의 하세요.
✓ PulseIR™ 터치스크린 컴포넌트 모듈 공급
PulseIR™ 멀티터치스크린과 CleanTOUCH™ 소프트웨어를 함께 컴포넌트 형태로 공급하는
CleanTOUCH™ 제품으로 고객이 설치 구조를 직접 설계 및 제작할 수 있습니다.

✓ CleanTOUCH™ 터치 모니터 공급
OEM 모듈과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터치 모니터 형식으로 제품을 공급합니다.

⚫ PulseIR™ 멀티터치 스크린
NCT Frame 기반의 PulseIR™ 멀티터치 스크린
Model Series
TSV Series
TSR Series

Multitouch Point
2 Point
N Point

Frame Bezel Width
45mm
45mm

Description
NCT Frame with glass
NCT Frame with glass

AL Frame 기반의 PulseIR™ 멀티터치 스크린
Model Series
TSI Series

Multitouch Point
N Point

Frame Bezel Width
21mm

Description
Light weight and narrow bezel
with Aluminum extraction
Option : Glass / Multi-Point

Frame Bezel Width
Under customer

Description
Multi-Vision Application
Multi-Touch with multiple People
Long Touch Table

2Bar 구조 PulseIR™ 멀티터치 스크린
Model Series
TSU Series

Multitouch Point
N Point

Outdoor지원 PulseIR™ 멀티터치 스크린
Model Series
TSX Series

Multitouch Point
2~6 Point

Frame Bezel Width
Under customer

* Outdoor용 멀티터치 스크린은 주문형 제품으로만 공급합니다.

Description
Light weight and narrow bezel
with Aluminum extraction/NCT
Frame with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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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엔디플러스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는 멀티 터치스크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및 차세대 핵
심 사업인 SMART MACHINE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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