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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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4

스마트스토어 솔루션
비접촉 비대면 스마트 스토어 O2O 솔루션

비접촉 솔루션
비접촉 디지털 환경 제공

비접촉 UX의 혁신

03

소프트웨어 플랫폼 솔루션
통합형 크로스 플랫폼 솔루션

비즈니스 플랫폼 솔루션

통합형 플랫폼 운영

장단기렌탈

SMART Transformation

솔루션

솔루션

솔루션

비접촉〮비대면

스마트스토어 솔루션

스마트스토어 솔루션
스마트 커머스 시대를 여는
O2O 형 비접촉 비대면 매장용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

비접촉 비대면 스마트 스토어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상점 솔루션
무인 판매, 광고 큐레이션, 결제 및 운영 토탈 스마트
상점 솔루션

스마트스토어 솔루션
스마트 커머스 시대를 여는
O2O 형 비대면 매장용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이 제공하는 『가치』

01
KEY

스마트

비대면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
✓ “중소벤처부”가 추진중인 혁신적인 스마트 상점 솔루션
✓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에 적합한 비접촉-비대면 온-오프라인 직-판매 서비스 실현
✓ O2O 기반 스마트 판매 광고 및 고객 접점 서비스 제공

02
KEY

가성비 높게, 똑똑하게

광고와 판매를 동시에 제공
✓ 스마트 장터에서, 4차 산업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스토어 기술
을 기반으로 고정비 지출없이 새로운 로컬 장터 제공
✓ 판매직원들이 상주하지 않아도, 무인으로 홍보 및 광고를 제공
✓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 직거래 제공
✓ 중소 소상공인들의 신제품 홍보 및 스마트 유통 채널 제공

03
KEY

편리한 운영되는

올 인원 운영 솔루션
✓ 솔루션 렌탈 및 위탁사업을 비즈니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올 인원 운
영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업자의 리스크 회피와 수익창출

✓ 운영 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및 운영을 통해, 운영사업자분들에게
성과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업성 관리 분석 결과 제공

스마트 매장형

실물전시 판매모델

스마트스토어 솔루션
스마트 커머스 시대를 여는
O2O 형 비대면 매장용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이 제공하는 『가치』

01
KEY

스마트

비대면 온라인 배송 솔루션
✓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온라인 배송 판매 서비스 실현

✓ O2O 기반 스마트 판매 광고 및 고객 접점 서비스 제공

02
KEY

가성비 높게, 똑똑하게

광고와 판매를 동시에 제공
✓ 스마트 장터에서, 4차 산업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스토어 기술
을 기반으로 고정비 지출없이 새로운 로컬 장터 제공
✓ 고객이 머무는 임의의 장소에서 무인으로 홍보 및 광고를 제공
✓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 직거래 제공
✓ 중소 소상공인들의 신제품 홍보 및 스마트 유통 채널 제공

03
KEY

편리한 운영되는

올 인원 운영 솔루션
✓ 솔루션 렌탈 및 위탁사업을 비즈니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올 인원 운
영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업자의 리스크 회피와 수익창출

✓ 운영 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및 운영을 통해, 운영사업자분들에게
성과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업성 관리 분석 결과 제공

스마트 키오스크형

온라인 주문형

스마트스토어 솔루션
스마트 커머스 시대를 여는
O2O 형 비대면 매장용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이 제공하는 『가치』

01
KEY

스마트 키오스크형

온라인 주문형
부가 설치형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비접촉-비대면 O2O 스마트스토어 솔루션
✓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온라인 배송 판매 서비스 실현

⚫ 비접촉 터치스크린

✓ O2O 기반 스마트 판매 광고 및 고객 접점 서비스 제공
✓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 직거래 제공
✓ 중소 소상공인들의 신제품 홍보 및 스마트 유통 채널 제공

02
KEY

가성비 높게, 똑똑하게

스마트 트렌스포메이션 제공

⚫ PlatKOM™ 플랫
폼 소프트웨어

✓ 기존의 키오스크를 새로운 혁신적인 스마트 큐
레이터 솔루션으로 변신
✓ 스마트 홍보 및 광고를 차별화된 디지털 정보
제공 서비스

03
KEY

편리한 운영되는

올 인원 운영 솔루션
✓ 솔루션 렌탈 및 위탁사업을 비즈니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올 인
원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업자의 리스크 회피와 수익창출

✓ 운영 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및 운영을 통해, 운영사업자분들
에게 성과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업성 관리 분석 결과 제공

⚫ 결제솔루션

스마트스토어 솔루션
스마트 커머스 시대를 여는
O2O 형 비대면 매장용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이 제공하는 『가치』

01
KEY

스마트

오프라인 스마트 큐레이션 솔루션
✓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온라인 배송 판매 서비스 실현

✓ O2O 기반 스마트 판매 광고 및 고객 접점 서비스 제공

02
KEY

가성비 높게, 똑똑하게

사물과 정보가 결합된 스마트 큐레이션
✓ 판매직원들이 상주하지 않아도, 무인으로 홍보 및 광고를 제공
✓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 직거래 제공
✓ 중소 소상공인들의 신제품 홍보 및 스마트 유통 채널 제공

03
KEY

편리한 운영되는

올 인원 운영 솔루션
✓ 솔루션 렌탈 및 위탁사업을 비즈니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올 인원 운
영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업자의 리스크 회피와 수익창출
✓ 운영 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및 운영을 통해, 운영사업자분들에게
성과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업성 관리 분석 결과 제공

스마트 매장형

오프라인 스마트
큐레이터

스마트스토어 솔루션
비대면 매장용 『올-인-원』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이 제공

올-인-원 솔루션

상품 운용
⚫ 결제 및 마케팅 관리

⚫ 데이터 분석 및 관리

배송
⚫ 상품관리
플랫폼 운영
⚫ 관리업무

⚫ O2O 솔루션 구축 및 관리

⚫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관리

『올-인-원』 스마트 스토어 위탁 비지
지니스 솔루션 제공

⚫ 유지보수

스마트스토어 솔루션
스마트 커머스 시대를 여는
O2O 형 비대면 매장용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

01
CORE

스마트 시스템

비접촉 O2O 스마트스토어 시스템

02
CORE

강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솔루션
모바일 앱

03
CORE
본 기술은
“감성터치 플랫폼 사업” 지원 사업 (2014~2016)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행동인지형 무인 상품 설명 진열대 시스템” - 산학
연 (전자부품연구원) 연구과제 지원 사업
(2018~2019)
제10-1675228-00-00
제10-1900410-00-00
제10-1900412-00-00
제10-1615537-00-00

등을 기반으로 개발 및 발전된 기술입니다.

운영 플랫폼

통합형 운영 플랫폼 솔루션

스마트스토어 시스템
스마트 커머스 시대를 여는
지능형 형 O2O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 사양
시스템 규격
표준 및 주문형 스마트 스터어 시스템

임베디드 컴퓨팅 솔루션
지능형 임베디드 컴퓨팅 시스템, 결제 및 IoT 센서 시스템

【VAN 결제 모듈】 【바코드 리더기#】 【프린터# 】 【LTE 통신 단말기#】
【인공지능용 센서#】
#선택사항

터치스크린 기술
비접촉식 Non-Touch™ 터치스크린

운영 소프트웨어 플랫폼
PlatKOM™ 소프트웨어 플랫폼
【 시스템 운영】 【판매 관리】 【데이터 관리】 【운영 관리 】 소프트웨어 플랫폼

본 솔루션은 Microsoft Windows Azure 클라우드 서비
스 인프라에서 안전하게 운영

스마트스토어 시스템
스마트 커머스 시대를 여는
지능형 형 O2O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 사양
시스템 규격
표준 및 주문형 키오스크 시스템

임베디드 컴퓨팅 솔루션
지능형 임베디드 컴퓨팅 시스템, 결제 및 IoT 센서 시스템

【VAN 결제 모듈】 【바코드 리더기#】 【프린터# 】 【LTE 통신 단말기#】
【인공지능용 센서#】
#선택사항

터치스크린 기술
비접촉식 Non-Touch™ 터치스크린

운영 소프트웨어 플랫폼
PlatKOM™ 소프트웨어 플랫폼
【 시스템 운영】 【판매 관리】 【데이터 관리】 【운영 관리 】 소프트웨어 플랫폼

본 솔루션은 Microsoft Windows Azure 클라우드 서비
스 인프라에서 안전하게 운영

스마트스토어 시스템
스마트 커머스 시대를 여는
지능형 형 O2O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 사양
시스템 규격
표준 75인치 및 55 인치 스마트 큐레이터 시스템

임베디드 컴퓨팅 솔루션
지능형 임베디드 컴퓨팅 시스템, 결제 및 IoT 센서 시스템

【VAN 결제 모듈#】 【바코드 리더기#】 【프린터# 】 【LTE 통신 단말기#】
【인공지능용 센서#】
#선택사항

터치스크린 기술
비접촉식 Non-Touch™ 터치스크린

운영 소프트웨어 플랫폼
PlatKOM™ 소프트웨어 플랫폼
【 시스템 운영】 【판매 관리】 【데이터 관리】 【운영 관리 】 소프트웨어 플랫폼

본 솔루션은 Microsoft Windows Azure 클라우드 서비
스 인프라에서 안전하게 운영

스마트스토어 시스템

적용사례

스마트스토어 시스템

언론보도

비접촉 솔루션
비접촉 디지털 환경 제공

혁신적인 UX 제공

비접촉 터치스크린 솔루션

혁신적인 비접촉 디지털 환경 제공

비접촉 터치스크린 솔루션

혁신적인 비접촉 디지털 환경 제공

새로운 UX의 혁신

비접촉 터치스크린 솔루션
Air-Tact™은 기술은
컴퓨터 기기 입력장치인 마우스와 터치스크린이
결합된 차세대 혁신적인 비접촉 UX 솔루션

비접촉 터치스크린 솔루션

설치사례

일본

미국

소프트웨어 플랫폼 솔루션
01
CORE

02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크로스 플
랫폼 Cross Platform 솔루션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솔루션

CORE

03
CORE

통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PlatKOM™

소프트웨어 플랫폼
스마트 커머스 시대를 여는
지능형 형 O2O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 사양

⚫ PlatKOM™ 플랫폼 소프트웨어
혁신적인 디지털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다기능-복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플랫폼 소프트웨어 솔루션
풍부한 컨텐츠 기반 플랫폼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으로 다
양한 키오스크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PlatKOM은 디지털 정보 단말기 및 SMART Machine 에 탑재되
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TouchALL 제품들을 기업이나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목적, 즉, 회의, 교육, 브리핑, 디지털 광
고, 기업 업무용 OA기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다
목적 플랫폼입니다.
PlatKOM은 소프트웨어 OS플랫폼인 Windows를 기반으로 하는
멀티터치 스크린을 탑재한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정보
단말기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며, 콘텐츠의 생성 및 교류 능력
을 극대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기존
iOS 및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앱 스토
어 (App Store) 및 컨테츠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씨 스토어
(Contents Store)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지향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
•

웹사이트 ( www.rndplus.com/download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가 없는 개인
사용자 버전용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없는 버전은 개인용도만 사용 가능하면,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스마트 커머스 시대를 여는
지능형 형 O2O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 사양

플랫폼 소프트웨어 솔루션

Windows 기반 플랫폼 솔루션
⚫ 풍부한 컨텐츠 기반 플랫폼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통합형 키
오스크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 결제 및 데이터 연동 솔루션
Xamarin Cross Platform기반 모바일 솔루션
⚫ 스마트 스토어 모바일 솔루션
⚫ 스마트 큐레이션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

⚫ 클라우드 서비스 연동솔루션
⚫ 인공지능 서비스 연동솔루션
디바이스 기반 솔루션
⚫ 스마트 스토어 IoT 솔루션

TOTAL〮Solution
T〮M〮P (Total Management Platform) Solution

Business Service

Mobile Service

Platform Service

TOTAL〮Solution
01
CORE

02
CORE

03
CORE

T〮M〮P (Total Management Platform) Solution
토탈 운영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를 위탁 운영 및 위탁 운영을 통한
부가적인 투자 위험없이 수익 창출

Rental Service Solution
장단기 렌탈 비즈니스를 통해, 고객들의 금융 서비스지원

SMART Transformation Solution
고객들과 소통을 위한 디바이스 및 모바일 솔루션을 통한 스마트 트랜스
포메이션 (SMART Transformation) 서비스

TOUCHSCREEN
PulseIR™

PulseIR TM

PulseIR ™는 혁신적인 적외선 기반 멀티 터치 스크린 기술을 나타내는 상표로 대형 디스플레이에 적합합니다.

PulseIR TM Infrared Multitouch Panel

Global Leader of Digital UX Solution Provider

2 BAR Touchscreen 특징
특정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Y 축 센서 미탑제
디자인이 강화 된 터치 테이블, 저가 화이트 보드,
장축의 멀티 비전 디스플레이 터치 시스템 ( 최대 1.5m x 8m 까지
지원 가능한 와이드 멀티 비전 스크린 )
초고속 응답 시간 (6 ~ 16m/sec)
표준 PCB 모듈 적용으로 비교적 짧은 납기 지원
원격 펌웨어 업그레이드 도구 및 다양한 SDK 도구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 지원

4 BAR Touchscreen 특징
5 "~ 152"(사용자 요청에 따른 다양한 크기)
N 포인트 정확한 멀티 터치 포인트 지원 (2 ~ 32 점)
얇은 베젤 AL 프레임 (21mm) / NCT 프레임 (36mm ~ 46mm)
주변 광 컨트롤을 제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특허
전용 USB 전원 - 저전력 설계
USB HID 지원 - 디바이스 드라이버 불필요
초고속 응답 시간 (6 ~ 16mse)
와이드 뷰, 멀티 비전 터치 스크린 패널 (2X2, 2X3, 3X3)
표준 PCB 모듈 적용으로 비교적 짧은 납기 지원
원격 펌웨어 업그레이드 도구 및 다양한 SDK 도구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 지원

Standard 2D
Multitouch Panel

Customer
design
ready…

PulseIR TM Infrared Multitouch Panel

Global Leader of Digital UX Solution Provider

❖ PulseIR™ – Specification
2D PulseIR ™ 멀티 터치 패널 모델 시리즈에는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TSV와 TSR 시리즈는 디스
플레이 세트에 결합 될 수 있어서 중첩 장착 되거나 기계의 견고한 설계를 지원합니다. TSI 시리즈와 TSS
시리즈는 또한 디스플레이에 결합 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 프레임에 유리를 결합하거나 제거 할 수 있습
니다. TSU 시리즈는 특별히 긴 멀티 비전에 통합될 수 있으며 Y 축이 없습니다.
Model Series

Multitouch Point

Frame Bezel Width

Description

TSV Series

2 Point

45mm

NCT Frame with glass

TSR Series

N Point

45mm

NCT Frame with glass

Model Series
TSI Series

Multitouch Point
N Point

Frame Bezel Width
21mm

TSS Series

N Point

17mm

Description
Light weight and narrow bezel
with Aluminum extraction
Option : Glass / Multi-Point
Narrow bezel for TSV & TSR
series/ Tempered Glass
Option : Multi-Point

*TSS series will be available on 2016

Model Series
TSU Series

Multitouch Point
N Point

Frame Bezel Width
Under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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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U 좌우 외측에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다. 사용자 설계의 경우 문의 부탁 드립니다. sales@rndplus.com

※ 최신 기술 지원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제품 사양은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ulseIR TM Infrared Multitouch Panel
❖ PulseIR™ – 제품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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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회사명

㈜알엔디플러스 / RNDPLUS CO., LTD.

대표이사

김용철

설립일

Jan. 13, 2010

본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38 일산 테크노 타운 610호

소재지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는 2003년 출범하여 세계적인 비접
촉-비대면 기술개발를 목표로 스마트 스토어, PlatKOM 플

랫폼 소프트웨어 및 비접촉 기반 터치스크린 및 센서들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는 단순 제조기반의 사업구조에서
서비스 기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고 있으며

Digital UX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관계사

기업 부설 연구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38 일산 테크노
타운 610호

Company History
2019

비대면-비접촉 SMART STORE 출시
SMARTSHOWCASE 프랜차이즈 전시회참여

2018

비접촉 터치스크린 AIRTACT 개발
중소벤처부 산학협력기술개발 –전자부품연구원

2017

무인 상점 및 전시 솔루션 SMART SHOWCASE 출시
SMART Curation 기술 개발

2016

미국 라스베가스 2016 DSE(Digital Signage Expo) 참가
신제품 - AIRTOUCH 2D/3D, MasterPT Solution - 전시

2015

2D / 3D AIRTOUCH에 대한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
PlatKOM 솔루션 기반 플랫폼 한국에서 출시
병무청 병역특례기업 선정/경기도 및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선정/수출유망 중소기업선정

2014

멀티 터치를 위한 핵심 기술의 국제 특허 출원 (PCT)
3D 터치 스크린을 위한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
참가 전시 : Touch panel Korea, 중국 상하이, 심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터치 스크린 전시
산업통산자원부 “감성터치플랫폼지원사업” 선정 (20억 / 2년)

2013

경기도 지방 정부가 선정한 수출 유망 기업
PCAP 형 터치 스크린 첫번째 개발 완료
다양한 OS에 HID 타입 적용 / 응용 오픈 / TUIO 국제 표준 / 정확한 멀티터치 기술 개발

2010

RNDPLUS 법인 설립 / 벤처 기업 등록 / RNDPLUS 연구소 설립 / ISO 9001
한국 문화방송국의 개표 방송에 참여
SKTA 건강 프로젝트 R2 (미국 / 블루투스. 지그비 (Zigbee) - 모바일 연동 기술 확보)

(주)알엔디플러스
주
소
본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38 일산 테크노 타운 610호
홈페이지
팩
스
문의메일
대표번호

www.rndplus.com
031. 914. 3665
smartstore@rndplus.com
031. 914. 3662

경기도 유망 중소 기업
수출유망 중소 기업
병역특례 지정업체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