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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HOWCASE

Smart Showcase를 사용했을 때

무인 디지털 판매/판촉 시스템을 지칭하는 브랜드로 무인점포의 확충으로
인한 매장내 판매촉진 관련 인력을 대체하는 스마트 솔루션입니다.

무인 판매/판촉 시스템
무인 판매/판촉 기능과 TTS 음성 및 다국어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 및
고객 서비스 효율의 극대화

스마트 쇼 케이스는 독립형 구조로 매장 어디라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직원의 안내 없이 상품의 정보를
터치만으로 확인 가능하다.

프레임에 Smart Showcase의 공간인식 시스템이 탑재
되어 있어 고객이 관심있는 제품을 만지거나 집어드는
행위를 감지한다.

고객이 관심있어 하는 제품의 정보 컨텐츠를 실물제품과
연계시킨 시스템으로 직원의 도움 없이 쉽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고객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할 때 모니터 스크린을 터치
하면 상세한 추가 정보들을 볼 수 있다.

무인 판매/판촉 기능과 TTS 음성 및 다국어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 및 고객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표적 광고 시스템
고객이 관심있는 제품을 만지거나 집어드는 행위를 인지하여 상품광고나
제품 정보를 표적 제공함으로써 광고효과 극대화 및 목표 매출 증가

기존 매장의 문제점

잘 교육되지 않은 매장직원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쇼핑중인
고객에게 지나친 호객행위로 부담감을 느끼게 하여 고객의 매장 이탈, 매출 손실 발생

YOUTube에서 Smart Showcase 영상 (https://youtu.be/5D-1kaDHqGw)을 검색하면
자세한 활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적 광고 시스템
고객의 관심있는 제품을 만지거나 집어드는 행위를 인지하여, 관심 제품에 대한
상품 광고나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표적 제공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여
목표매출 증가를 제공하는 시스템

무인 판매/판촉 지원 시스템
상품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 자연스러운 기법으로 제공하여 훈련된 판매
도우미의 고용 없이도 24시간 무인 판매/판촉 지원 서비스를 제공.
TTS 음성 및 다국어 지원 등을 통해 인간보다 효율적인 상품 판매 기능을 제공.
언택트마케팅, 판매직원의 상품 판촉 행동을 호객행위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거부감을
해소하며, 개인적이고 민감한 고객에게 편리한 무인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판매 접점 관리 시스템
판매 상품과 관련 정보를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
고객의 관심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화 기능을 제공하여, 판매자에게 유용한 상품 분석
및 관리 기법을 제공, 이를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여 원격관리 할 수 있으며, 대단위
사업화를 포함하여, 컨텐츠 제공에 대한 자동화 및 운영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스스로 동작하는 인텔리젠트 시스템
최초로 선보이는 정부과제로 개발된 공간을 인지하는 AIRTOUCH 시스템의 적용과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방식의 PlatformCX™COMMUNITY 운영체제를
탑재한 지능형 상품 판매/판촉 지원 제품으로 판매 매장의 운영시간에 맞춘
스스로 켜지고 꺼지는 기능, 고객에게 상품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기능,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진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관리 기능 등 사업주에게 차별화된 매장 운영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똑똑한 제품입니다.

AIR

SSC-C/W/O

Smart Showcase / Smart Sales Machine
Dimensions

800X280X2,020mm

Touch Technology

Infrared type 1~10 points touchscreen

Weight

±60kg

Computing Device

Pentium CPU computing device system

Display

32" / 21.5" FHD LED Monitor

Platform Software

PlatformCX™ COMMUNITY

판매대의 프레임에 설치된 에어터치스크린시스템
평면 공간을 사용하는 일반터치스크린과 달리 Smart Showcase
전면 프레임에는 정부과제로 개발된 에어터치스크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연결된 모니터에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른 정보 표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표시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고객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기존 설비에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여 판매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가지 연출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
에어터치스크린 시스템이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관심있는 제품/상품의 정보를 스크린에 표시하므로
매장 직원의 도움 없이도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Smart Showcase의 적용 사례

와인/주류 매장

IT/핸드폰 매장

특산품/청과 매장

스포츠용품 매장

홍보전시관/드론 매장

아일랜드형 휴대폰/화장품 판매대

※S
 MART SHOWCASE를 ODM/OEM 제품 공급 및 부품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시는 기업 고객분들은 sales@rndplus.com나 본사에 내방하시면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 본사 SMART SHOWCASE 데모 룸 운영)
※ SMART Sales Machine은 SMART SHOWCASE에 내장된 SMART Machine용 플랫폼 소프트웨어이며, PlatformCX™COMMUNITY에 탑재되어 운영됩니다.

뛰어난 경제성
사용자가 가지고 계신 빔프로젝터, TV, 모니터, PC, 노트북을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 칠판을 만들어 드립니다.

뛰어난 이동성
2BAR 형태의 멀티터치스크린과 PlatformCX™COMMUNITY 소프트웨
어가 설치된 노트북만 준비해서 국내·외 출장시 간편하게 이동하여
현지의 빔프로젝터 / TV / 모니터 등을 이용, 스마트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설치
2BAR 형태의 멀티터치스크린과 패키지 부속품인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스크린용 벽면에 누구나 손쉽게 탈·부착 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방식의 제품 구성으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쉬운 설치가 가능합니다.

2 BAR

EasyBoard

EB-SPM / EB-SPR / EB-SPL

DIY(Do It Yourself) 자가설치방식 멀티터치스크린
Dimensions

1492.4 / 1844.4 / 2548.4 X 21 X 11 mm

Touch Technology

Infrared type 1~10 points touchscreen

Weight

±500g / ±700g / ±1,300g

Computing Device

Windows 7 / 8 / 10 OS computing system

Display

Projector / TV / LED Monitor / etc.

Platform Software

PlatformCX™ COMMUNITY

EasyBoard의 설치 단계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 회의실/강연장/교실 등에 TouchALL EasyBoard 패키지제품을 이용하여 사진과 같이 바꾸어 보세요.
대화면용 멀티터치스크린과 PlatformCX™COMMUNITY 소프트웨어가 경제적인 가격으로 가지고 계신 빔프로젝터/TV/모니터 화면을 활용해 최신 디지털 컨퍼런스 환경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또한 뛰어난 이동성 및 휴대성으로 해외 출장시 핸드캐리하여 가지고 갈 수 있으며 디지털 프로젝터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과 연결하여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벽면에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설치된 모습

EasyBoard 패키지에서 2Bar 멀티 터치스크린 제품을 꺼내어
벽면의 빔 스크린에 맞추어 부착한다.

2Bar 멀티터치스크린 제품과 PlatformCX™COMMUNITY 소프트
웨어를 설치하여 스마트한 회의 공간을 연출한다.

최초로 선보이는 벽면공간을 활용한 아트월타입의 터치스크린 시스템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가미한 아트월 타입을 적용한 TouchAll-Wall 제품은 사용자에게
단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벽면 공간을 활용하여 대형 터치스크린 시스템을
적용하면서도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클래식컬한 우드타입 아트월, 디지털한 모던타입 아트월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간편한 초간단 시공법을 적용하여 기존 공간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독창적인 제품입니다. 또 다양한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시스템
구성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설비와의 콜라보레이션도 가능한 다양성을 지닌 제품입니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연동 다양한 App.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대형 터치스크린의 활용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자체 개발하여 기본 제공
하므로서 사용자가 별도의 운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으며 App. 형태의 댜양한 운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무한 확장성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 대형 스크린을 통한 시네마 스크린 구현
95인치급 초대형 빅 스크린을 구현하기에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빔프로젝터를 적용
하여 영화관을 방불케 하는 스케일을 구현 하였고 아날로그 방식의 일반 화이트보드
기능과 디지털 방식의 초대형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WALL

TAW-95

Smart Touchscreen DIGITAL ART-WALL

Smart Digital Interior

Wall

Dimensions

2545 X 300 X 2600 mm

Weight

±100kg

Display

95” White Board Screen with Projector

Touch Technology

Infrared type 1~10 points multi-touchscreen

Computing Device

Windows 7 / 8 / 10 OS computing system

Platform Software

PlatformCX™ COMMUNITY

HUB
Alive Presentation 생동감 넘치는 살아 있는 프레젠테이션
TouchALL HUB는 프레젠테이션의 모든것, 생동감 넘치는 살아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PlatformCX™COMMUNITY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초보자도 프로 발표자가 될 수 있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App.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플랫폼 형태로 자체 개발하여 어플리케이션 App. 형태로
기본 제공하므로서 사용자가 발표시 가지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하였고 터치스크린의 직관적인 쉬운 사용법과
App. 개발을 통한 무한 확장성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HUB

RTA-MPT55/MPT65

Smart Multi-touchscreen DID System
Dimensions

1,300 X 550 X 1,800mm

Touch Technology

Infrared Ray type 1~10 points multi-touchscreen

Weight

±60kg

Computing Device

Windows 7 / 8 / 10 OS computing system

Display

55" FHD LED Monitor

Platform Software

PlatformCX™ COMMUNITY

Conference

Business Meeting

Class Room

Conference Meeting

Software

PlatformCX COMMUNITY

TouchALL제품 (WALL, HUB, TABLE) 및 SMART Showcase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TouchALL 제품들을 기업이나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목적, 즉, 회의/교육/브리핑/디지털 광고/
기업 업무용 OA기기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 PlatformCX™는 Platform과 Contents experience, Contents expansion, Contents exchange 의 약자입니다.

중대형인치 멀티터치스크린 플랫폼 기반, 다기능 터치스크린 운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PlatformCX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COMMUNITY 솔루션은 다양한 기능의
어플리케이션 App.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로 안드로이드 플랫폼
스마트폰 방식과 동일한 사용방법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익숙함에서 오는 안정감
과 다양한 App.을 활용하는 편리성, 추후 App. 개발에 따른 무한한 확장성을 컨셉
으로 기획되어진 제품입니다.

말하는 자동 프레젠테이션 기능의 Smart Presentation Machine
어플리케이션
텍스트를 입력하면 음성으로 말해주는 TTS(Text to Speech) 기능을 탑재한 혁신적인
발표의 기술을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발표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표현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프레젠테이션 해주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입니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연동 다양한 App.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PlatformCX™COMMUNITY 소프트웨어는 대형 터치스크린의 다기능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프레젠테이션, 전자칠판(판서), 멀티미디어 EasyShow, 전자 방명록 등
다수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기본 제공하며 자체서버를 통한 지속적인 App.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

※설
 치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매뉴얼은 http://www.rndplus.com/download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라이센스 구입에 대한 문의는 sales@rndplus.com으로 연락바랍니다.

공유경제의 개념으로써 PlatformCX™COMMUNITY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공유
서비스(PlatformCX™COMMUNITY Application Sharing Service)를 지원합니다.
앱개발 요청은 고객이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무료 앱 개발 및 공급 형태의 일반
요청, 고객이 일정개발 비용을 지불하고 고객 소유의 앱을 개발 및 공급 형태
의 커스텀 요청, 특정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 고객이나 기업이 요청하는 앱
개발 및 공급형태로 이 앱과 PlatformCX™COMMUNITY를 배포하여 상업적인 목적
으로 판매하는 비즈니스 요청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PCASS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앱 개발요청은 platformcx@rndplus.
com 으로 문의하세요.

PulselR

Infrared Ray type Touchscreen : TSI series, TSV series, TSR series, TSU series, AIRTOUCH

™

Available Size
Touch Method

5" ~ 152"(custom sizes available upon request) / N x N
Finger, Gloved hand or Any other Pointer, Stylus minimum ∅8mm
6ms to 20ms depending on configuration
Response Time
Typical Response Time : 11ms
Operating Voltage
DC 4.75~5.25V(USB), USB from Powered hub.
Touch Activation Force No Pressure Required
Interface
USB 2.0(High speed), USB 1,1(Full speed), Plug & Play Compatible, HID compatible
Software Interface
PulselR SDK / TUIO

True Multi-touchscreen
Product Image

TSI Series

TSV/TSR Series

TSU Series

AIRTOUCH

3D TOUCH

TSI Series
Model
Touch Point
Touch surface
Width
Bezel
Size(mm) Height
Active Touch Width
Area Size(mm) Height
Description

110"

2487.2
1431.2
2441.2
1385.2

95"

90"

84"

80"

75"

70"

65"

55"

49"

48"

47"
46"
43"
42"
40"
32"
30"
27" 25"WIDE 24"WIDE 24"
1~10 Point
No Glass
2140.6 2041.6 1909.6 1816.2 1700.6 1596.1 1475.1 1255.1 1123.1 1101.1 1084.6 1062.6 991.1 974.6 930.6 743.5 688.6 644.6 639.1 578.6 567.6
1227.6 1167.1 1095.6 1040.7 980.1 919.6 848.1 727
650 639.1 628.1 617.1 578.6 567.6 545.6 441 446.6 380.6 298.1 347.6 375.1
2096.6 1993 1860.5 1771.2 1653.3 1549.5 1429 1209.6 1073.8 1054.1 1039.7 1018.1 946.4 930.3 885.2 697.7 641.3 596.8 588.6 531.4 518.4
1179.3 1121 1046.6 996.3 931.3 871.6 803.5 680.4 604
593 584.8 572.7 533.9 523.3 497.7 392.3 400.8 335.7 248.4 298.9 324
• Light weight & narrow bezel with Aluminium extrution • Option : Glass / Multi-point • Product Format : Standard Type / Overlay Type / PCB Module Type

21.5"

523.6
314.6
476.7
268.2

TSR Series
Model
110"
Touch Point
Touch surface
Width
2530
Bezel
Size(mm) Height 1469.8
Active Touch Width 2425.6
Area Size(mm) Height 1367.2
Description

98"

2259.4
1313.6
2159
1215

86"

84"

82"

80"

75"

70"

69.5"
65"
60"
55"
50"
46"
43"
1~10 Point
Tempered Glass
2007.3
1963
1916
1880.3
1748
1660.1
1632.9
1525
1420
1300
1208.5
1105
1035.9
1178.3
1148
1125
1105.1
1026
982.2
959.6
895
839
770
726
660
623.8
1897.6
1860.5
1805.7
1771.2
1652.2
1549.5
1538.9
1438.5
1329.1
1209.6
1095.8
1018.1
942.4
1068.6
1046.5
1015.7
996.3
930.2
871.6
865.6
813
747.6
680.4
616.4
572.7
530.4
• NCT Frame / Tempered Glass / DID / KIOSK / etc. • Product Format : Standard Type / Overlay Type / PCB Module Type

42"

32"

1023
615
930.3
523.3

787
482
697.7
392.3

TSV Series
Model
84"
82"
80"
72"
70" 69.5" 65"
60"
55"
52"
50"
47"
46"
40" 38"WIDE 32"
27"
24"
23"
22" 21.5" 19"
Touch Point
2 Point
Touch surface
Tempered Glass
Width 1963 1920 1880.3 1700 1660.11632.9 1525 1420 1300 1242 1203.1 1132 1105 968 1013 787 670.8 614.8 607.6 564 575 462.4
Bezel
Size(mm) Height 1148 1125 1105.1 1000 982.2 959.6 895 839 770 742 711.6 677 653 573
323
482 409.7 394.4 354.4 364 335 357.4
Active Touch Width 1860.51805.71771.21595.21549.51538.9 1429 1329.11209.6 1152 1105.11039.71018.1 885.2 934 697.7 596.8 518.4 510 473.8 476.6 376.3
Area Size(mm) Height 1046.51015.7 996.3 897.5 871.6 865.6 803.5 747.6 680.4 648 620.6 584.9 572.7 497.7 247 392.3 335.7 324 286.8 296.1 268.1 301.1
• NCT Frame / Tempered Glass / DID / KIOSK / etc. • Product Format : Standard Type / Overlay Type / PCB Module Type
Description

TSU Series

17"

15"

12"

485
300
410
230

434.8
334.8
337.9
270.3

392.8
285.4
304.1
228.1

318.2
220.2
261.2
163.2

AIRTOUCH™

Detecting scheme
Touch Point
Touch surface
Maximum detection
area Size(mm)
Minimum stylus
Description

18.5"

Touchscreen
Model
Touch surface
Bezel Size(mm)
Minimum stylus
Description

2Bar type PulseIR Touchscreen
1 ~ 10
with Glass/without Glass
7124.4(W) X 1400(H)
Diameter 8mm
• Application Note는 웹사이트 www.rndplus.com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AIRTOUCH(2Bar type)
TA2B0175(70")
TA2B0245(95")
without Glass
1492.4 X 21 X 11
1844.4 X 21 X 11
2548.4 X 21 X 11
Diameter 9mm
Smart Showcase / Multi-touch with multiple People
TA2B0140(55")

TSX Series
Description

• Outdoor PulseIRTM Multi-Touchscreen Models from customer’s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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