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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achine
인간을 대리하여 상품 판매를 도와주
는 시스템
인간을 대리하여 표적광고 및 무인 판매 도우

미 역할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SMART Sales
Machine이라 지칭하며, 이 시스템이 장착된
판매대를 SMART SHOWCASE 브랜드 상품
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SMART SHOWCASE
Powered by SMART Sales Machine

고객이 관심있는 판매대에서 제품정보
를 노출 및 검색

SMART Machine
--고정비용 절감과 24기간 365일 전문적인

-- 가격정보, 세일즈 이벤트 제공

세일즈 수행

무인
세일즈

표적광고

정보
검색

고객이 관심있는 제
품을 만질 때, 광고노
출

호객
금지

-고객이 제품을 만질 때
광고가 가장 인상깊게 느
끼는 것…

친숙한 기계

-편안한 쇼핑을 지원

SMART SHOWCASE
✓ SMART Machine인 SMART SHOWCASE가 필요한 이유

✓ 자연스러운 고객경험
Natural Consumer
Experience

✓ 인간이 제공하는 상품 선택
을 위한 판매 도우미

✓ 비용 손실

✓ 호객 거부감

✓ 전문성 부족

✓ 인간은 1:1 대응

✓ 상품과 분리된 디지털 광고 및
정보 검색 장치

✓ 고객이 관심있는 상품과 디지털 정
보 제공기기 분리 (관심 망각)

✓ 단순한 아날로그 판매 디스플레이 장치

✓ 관심있는 상품을 만져 보기
✓ 구매 확정 전 상품 정보 확인

✓ 아날로그 판매대의 목적이 상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목적에만 집중
✓ 고객에 브랜드 노출이 아날로그 인
쇄물 또는 P.O.P 광고 물등에 한정적
이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가
매우 느림.
✓ 표시되는 광고가 고객에게 무작위
적으로 노출되어 디지털 노이즈로
느낌.

SMART SHOWCASE SERVICE
SMART SHOWCASE가 제공하는 고객 Key Value 들..

표적 광고 시스템
고객이 관심있는 제품을 만지거나 집어드는
행위를 인지하여, 관심 제품에 대한 상품 광
고나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표적 제공함으로
써,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여 목표매출 증가
를 제공하는 시스템

무인 판매 지원 시스템
상품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 자연스러운
기법을 제공하여, 훈련된 판매 도우미의 고용 없이
도 24시간 무인 판매 지원서비스를 제공.
음성제공 및 다국어 지원등을 통해 인간보다 효율
적인 상품 판매 기능을 제공.
사람이 제공하는 상품 판촉 기능이 호객행위로 인
식하는 사람들의 거부감을 해소하며, 개인적인 상
품 정보에 민감한 고객에게 편리한 무인 상품 정보
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

판매 접점 관리 시스템
상품과 상품 정보가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
고객이 관심들을 분석을 위해 정보화
기능을 제공하여, 판매자에게 유용한
상품 분석 및 관리 기법을 제공
원격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대단위 사
업화를 포함하여, 컨텐츠 제공에 대한
자동화 및 운영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의
증대

상품 정보 검색 시스템
상품 정보를 제공한 디렉터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열
상품의 가격 비교의 검색 시스템
특정 상품에 대한 판촉 이벤트를 제공하여, 고객 정보
를 확보하는 이벤트 행사용 기능을 제공

SMART SHOWCASE
표준 제품 라인업

C-Model

W-Model

SMART SHOWCASE™ C-Model은 무인 디지털 판매대의 가장 기본이

SMART SHOWCASE™ W-Model은 고급 와인 판매용 특수 무인 디지털 판매

되는 모듈장 형태의 제품으로 32인치급 FHD Display와 AIRTOUCH™ 시

대로 21.5인치급 FHD Display와 AIRTOUCH™ 시스템, Platform CX

스템, Platform CX Community™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A-BRAIN™ 컴퓨

Community™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A-BRAIN™ 컴퓨터 시스템, 고급소재 장식

터 시스템, Natural Wood 장식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리미엄 휴대폰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와인의 종류, 숙성방법, 즐기는 방법, 보관방법 등 전

판매대 및 고가의 장신구 상품, 화장품, 의약품, 건강식품, 원두커피등 다

문가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와인 등 주류 판매용 제품군의 판매대로 활용

양한 제품군의 판매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SMART SHOWCASE
표준 제품 라인업

SMART SHOWCASE
디지털 인테리어 개념의 디지털 무인 판매 시스템의 구조

FHD Display
- Multitouch
Monitor

Natural Wood Housing ㅡ
Module 1
- Smart Showcase 구성의
중심이 되는 가구형 진열대

Abrain™
Computer System
PlatformCX™ Community
- Smart Sales Machine App.

AIRTOUCH™ 2Bar/4Bar
-공간 영역(AIRZONE)을 감지
하는 특수한 터치스크린

Natural Wood Housing
Module 2
- 상품을 진열하는 선반 모듈

SMART Sales
Machine

AIR Touchscreen
AIR Touch 2Bar Model

SMART SHOWCASE
Builder Solution
SMART SHOWCASE 빌더(Builder) 솔루
션은 반제품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SMART SHOWCASE를 최종 고객에게
제조 및 공급 하는 사업들에게 제공되
는 제품입니다.
✓ AIRTouchscreen은 SMART SHOWCASE
를 구성하는 핵심 센터로써, 물리적으로
2Bar/4bar 형식으로 공급합니다. 2Bar형
식은 표준 105mm와 175mm의 높이를
표준으로 공급하며, 대부분의 판매대는
이 제품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터치스
크린의 일부 영역을 일반적임 멀티 터치
스크린으로 분할해서 응용제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Computing Solution은 PlatformCX™
Community B 버전 패키지에 Abrain™으
로 지칭되는 최적화된 컴퓨터에 탑재된
형태로 공급되며, 사업자 요청에 따라 고
객이 제공하는 Computing Device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SHOWCASE Solution은 RNDPLUS사가
제공하는 기본 완성품 및 고객요구 형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기타 터치스크
린 모니터 등도 고급하고 있습니다.

AIR Touch 4Bar Model
Order Code:
SSM-SC-Cxxxx
(Customer Design 모델)

Order Code:
SSM-SC-S0105(표준미니)
SSM-SC-S0175(표준)
Customer Design 지원 모델

* 표준 모델과 주문형 모델 주문 가능

Computing Solution
PlatformCX™ Community
B Version Package

Order Code: PCXC-SWL-B

SHOWCASE Solution
SMART SHOWCASE*

Abrain™ Computing Machine *

Order Code: AB-S/H/B/M

Touchscreen Monitor**

비즈니스 위한 연락은 sales@rndplus.com을
통해 문의하 실수 있습니다.

Order Code: SSC-W/C/O

AIR Touch 2/4Bar Model은 PlatformCX™ Community B Version과 반드시 함께 구매야 합니다.
SSM-SC-S0105 및 SSM-SCS0175 주문시 PlatformCX™ Community B Version를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 AIRTouch 2/4Bar는 별도의 터치스크린 장착없이 모니터상
에서 멀티터치 스크린 기능을 제공합니다.
별도 터치 스크린 장치 모델은 별도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을 위한
SMART
SHOWCASE 및
Solution Builder
제품 공급 제안
SMART SHOWCASE 완성제품은 표준
W/C모델로 공급됩니다.

✓ SMART SHOWCASE
SMART SHOWCASE Component

Model

AIRTOUCH

Software

CASE

Monitor

A-Brain Computing
System

Standard - W

Model-R

PlatformCX
Community - B

Wood Type
Display Case

21.5” LED

A-Brain (Pentium급)

Standard - C

Model-R

PlatformCX
Community - B

Wood Type
Display Case

32” LED

A-Brain (Pentium급)

Custom

-

-

-

-

-

SMART SHOWCASE Solution Builder 제품
은 기본적으로 AIRTOUCH M/R/C 모델로 제
공되고 있으며, PlatformCX™ Community 소
프트웨어는 B/P 버전으로 공급됩니다.

✓ AIRTOUCH
Model

AIRTOUCH

VIEW SIZE

ACTIVE SIZE

비즈니스 위한 연락은 sales@rndplus.com을
통해 문의하 실수 있습니다.

Model - M

Mini Size

21mm X 11mm X
1140mm

MAX 910mm / MIN 720mm

Model - R

Regular Size

21mm X 11mm X
1844mm

MAX 1615mm / MIN
1420mm

Model - C

Custom Size

-

-

Remarks
MAX기준 : 2Bar 간격
1.4M
MIN기준 : 2Bar 간격
0.6M

✓ PlatformCX™ Community 소프트웨어
※ 본 제품의 사양 및 가격은 성능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S/W Version

내용

비고

Business

스마트 세일즈 머신(스마트쇼케이스용) App, 이벤트머신 App,
뉴스보드 App

터치스크린을 상업적(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App. 구성

Premium

General ver. + Business ver. + Cloud Service

대용량 Cloud 서비스 이용가능

Content
Management
System
SMART SHOWCASE의 운영 중 컨텐츠
공급 및 관리 시스템은 핵심적인 요구
되는 운영 전략으로, 새로운 사업 형식
을 구상하는 기업 사업자 또는 리테일
사업자에게 혁신적인 운영기법을 제공
합니다.

새로운 인스턴트 광고 시스템
고객이 흥미를 느낄 때 명쾌한 상품 설명과 순간적
인 구매 유도가 목적인 SMART SHOWCASE에서의
광고 형태는 프레젠테이션 형태의 슬라이드 구조
를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새로운 광고 컨텐츠 기법
을 제공합니다.

✓ 인스턴트(Instant) 동영상 광고

혁신적인 CRS 편집 도구
SMART Sales Machine 앱 솔루션에는 컨텐츠
(Content), 영역(Region) 및 스크린(Screen)으로
구분되는 핵심적인 SMART SHOWCASE 설계 도
구를 제공합니다.
CRS 편집기는 다양한 형태의 SMART SHOWCASE
를 제작하게 하며, 컨텐츠 운영을 고객 및 관리자
자가 직관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편리하고 강력한
편집 도구입니다.

✓ 순간적인 핵심 정보의 노출

✓ 고객관심이 유지될 때, 고객이 상세정보를 취득
하기위한 검색 행위를 지원

✓ 소프트웨어 기반의 혁신적인 인터렉티브 한 광
고 및 이벤트 컨텐츠 공급
오피스, Google Doc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하
는 다양한 기존 편집 툴을 활용하여, 손쉽고 편리한
컨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컨텐츠 관리 시스템
SMART Sales Machine 앱 솔루션에는 24시간
365일 운영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동
일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인
프라를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
으로 구축된 PlatformCX™ Community의 강력
하고 편리한 원격 컨텐츠 관리 시스템을 제공
합니다.

SMART SHOWCASE
새로운 인스턴트 광고 시스템….

Price $40

가격 정보
및 상품 정
보

고객이 특정한 상품에 관심을 가질 때, 즉각적인 상품 정보 및
가격 등을 노출시켜 관심 집중
– 간단하고 명료한 컨텐츠 제공, 대부분 단순 이미지 형식 슬라
이드 쇼 기능 제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실시간 업데이트 솔루션 제공

고객이 특정 상품에
관심을 느껴 무의식적
으로 상품을 만져보는
행동을 할 때 이를 인
지하여 즉시 해당 상
품 정보를 화면에 노
출함

현재 광고용 비디오는 15초~30초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시청이 어려움

인스턴트
비디오 정보

연관상품
노출 및 이
벤트

상품 정보
검색 및 정
보 취득

-5~10초 수준의 인스턴트 비디오 정보가 필요하면, 기존 긴 광
고의 부분 광고만을 제공한 도구를 통해 플레이.

관심 상품 연관 정보 노출로 연관상품 관심을 유도하
거나 쿠폰 제공 등의 상품 이벤트 행사를 제공.

-Software in Content Technology 제공

제공되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고객은 해당 SMART SHOWCASE에 제공되
는 제품의 상품 가격 및 제품 스펙 비교 등을 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상품 구매를 유도함.
-정보 디렉터리 편집 도구 제공

공간 영역(AIRZONE)
을 감지하는
AIRHaptic™ 기술 적
용

1

CRS 편집기

AIRTouch Region Editor

Content-Region-Screen 편집기를 지원하여
간단한 교육 만으로도 리테일 운영 고객 또
는 컨텐츠 공급 위탁 사업자가 손쉽고 다양
한 형태의 스마트 쇼케이스를 구성.

AIRTouch가 커버하고 있는 상품 진열위치를 편집하는
영역(Region)을 편집하는 도구로써, 최소 10mm 단위로
영역을 분할 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각 영역에 고객이
물건을 잡아드는 순간을 확인되면, 노출되는 컨텐츠
(Content)와 누출될 디스플레이 영역을 설정합니다.
AIRTouch는 복수개로 설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Screen Segment Editor

모니터 디스플레이 영역(Screen)을 편집하는 도구로써, 영역은
Pixel단위로 편집되면, 각각의 다중 모니터 스크린 지원하여,
일반 모니터 및 프로젝터 화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화
면 편집기능을 제공합니다.

2
Contents Editor

1
본기술은 산업 통산 자원부 “감성터치 플
랫폼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으로 개발된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Patent Pending
10-2014-0091840|10-2015-0022277|102015-0032645|10-2015-0092839|102016-0052138|PCT-KR2015/007517|102017-0072657

실제 멀티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컨텐츠(Software in Content
기술)을 시간에 따라 익숙한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모니터의
스크린 영역에 표시되도록 하는 컨텐츠(Content) 편집도구 입
니다.
SMART SHOWCASE에서 사용되는 컨텐츠는 다양한 형태의 도
구(오피스 편집 도구등)에서 자유롭게 편집되어 질 수 있으며,
컨텐츠 검색 서비스를 위한 편집도구도 함께 제공합니다.

SMART SHOWCASE Simulator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의 쇼케이스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뮬레이터는 SMART SHOWCASE 의
설치 시스템 위치가 아닌 편집 의 원격지에서 실제 SMART
SHOWCASE의 동작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
공합니다.

SMART SHOWCASE
클라우드 기반의 견고한 컨텐츠 관리 시스템

Global Business Application
Site A

Site B

기업 독자적인 컨텐츠 공급 서비스
및 위탁 컨텐츠 공급 서비스 제공의
운영을 위한 Robust한 컨텐츠 공급
관리 시스템 제공

Site C

Microsoft Windows Azure
상에서 구축된 PlatformCX™
Community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시스템
Microsoft Windows Azure 상에서 구축된 PlatformCX™
Community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시스템은 원격제어, 원
격 컨텐츠 관리, 손쉬운 컨텐츠 편집 툴 및 상품 관심도 등
을 측정하는 해석 서비스(Analytic Service)를 지원

Small Retail Application

개인 리테일 사업자를 위한 간단한
컨텐츠 제작 도구 및 관리 도구를
통해 손쉽게 자신만의 매장 관리가
가능.

스마트 쇼케이스의
핵심 역량

매출 증대

비용절감

고객이 흥미를 느낄 때 명쾌한 상품 설명과
순간적인 구매 유도하여 상품 매출을 향상을
추구합니다.

고객을 위한 무인 판매 및 판촉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기존의 인간이 수행하던 판촉 기능
을 SMART Machine 수행함으로써, 고정비 절
감합니다.

기존의 상품을 진열하는 목적의 진열대 기능
을 확대하여, 제품의 표적 광고를 통해 고객의
관심을 최대로 향상시켜 기존 아날로그 매장
보다 고객이 머무는 시간을 증가시켜 직접 매
출 및 연관 매출을 증대합니다.

1:1 판촉에 한정적인 인간에 비해 시스템이
각각의 고객에 판촉을 진행함으로써, 고객이
몰리는 시간에도 효율적인 판매 기능을 수행
합니다.

✓ 매출 증대

24시간 365일 운영이 가능하고, 다국어 지원
및 전문적인 정보를 손쉽게 고객에게 판매 지
원을 가능하게 하여, 부가적인 판촉 효과를 증
대합니다.

✓ 비용 절감
✓ 마케팅 효과
✓ 신규 비즈니스 시장 창출

마케팅 효과 증대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진행하지만,
SMART SHOWCASE 는 직접적인 타겟 고객
광고 시스템으로 마케팅 효과를 집중적으로
끌어 올리는 효과를 통해 브랜드 확산 기능
또한 제공합니다.
특히,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설명이 많이
필요한 상품 등에 유리한 마케팅 도구를 활용
될 수 있으며, 제공되는 다양한 마케팅 분석
도구를 통해 지속적인 일대일 고객 마케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규 비즈니스 시장창출
SMART SHOWCASE는 사업자의 측면에서 다
양한 시스템 광고 홍보 사업을 확대할 수 있
는 비즈니스 도구로 활용됩니다.
프랜차이즈 형식의 광고 사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 로직
을 함께 구축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
업을 구상을 시스템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스마트 쇼케이스의
시장
POP Display Market

Digital Signage Market

SMART SHOWCASE 시장은

P.O.P Display Market
-약 12조 글로벌 시장으로 연평균
5%대로 성장시장

Digital Signage Market
-약 20조 글로벌 시장으로 연평균

The global POP display market was valued at US$9.87 bn
in 2016 and is projected to increase at a CAGR of 5.6%
during forecast period 2017-2025 to reach a valuation of
US$ 16 bn by 2025.

The opportunity in this market is projected to worth US$21.50 bn
by 2017. The market is further expected to report significantly
high growth at a CAGR of 10.0% between 2017 and 2022,
reaching a value of US$34.67 bn by the end of 2022.

10%대 성장하는 시장
의 양쪽 시장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하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향후 SMART Machine시장으로 확
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Digital Signage 시장과 POP Display 시장에 결합되
어 SMART Machine시장

독립형 전자 제품 판매대

프로젝터 활용 드론 판매대

독립형 전자 제품 판매대

터치스크린 광고대

스포츠 운동화 판매대

멀티형 복합 판매대

디지털 슈퍼마켓 판매대 모델

제약 / 핸드폰 /와인 판매대

스마트 쇼케이스 쇼
룸 지원 및 기술 지
원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 본사 영업부
전시장에는 고객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SMART
SHOWCASE 데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데모 시스템은 다양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목적으로
시스템 사업자 고객을 위한 테스트 공
간으로써 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다양한 기술 지원 및 비즈니스 로직 설
계를 지원하며,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MART
Machine
TouchALL™ WALL

인간대신 강의와 교육을 도와
주는 시스템
무인 프레젠테이션 및 자동화 업무 도우미
시스템으로 인간을 대신하여 프레젠테이
션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TouchALL™ 브랜
드로 지칭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TouchALL™ HUB

TouchALL™ Easyboard

SMART Presentation Machine
Digital Presentation Assistant System

프레젠테이션의 무인화

✓ 단말시스템
디지털 무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단말 시스템

-Presentation by Machine
-프레젠테이션은 매우 힘든 노동이다.

TouchALL™ HUB
-멀티터치 스크린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프레
젠테이션 단말 시스템
TouchALL™ WALL
-디지털과 인테리어의 조합으로 감성적인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을 인테리어 시스템

✓ 소프트웨어
디지털 무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SMART
Presentation Machine 앱 솔루션으로
인간을 대리하는 혁신적인 프레젠테이션
Alive Presentation을 지원하는 살았는 듯한 역
동적인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제공.

✓ 인공지능

디지털 무인 프레젠테이션의 음성 변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 지능 기술 중 첨단 음성
변환 기술 적용.
세계 각국의 언어를 지원하며, 마이크로 소프
트, 아마존, 네이버 및 직접 녹음 기법을 제공
하여 미리 입력된 언어로 무인 프레젠테이션을
수행.

-Presentation by human

SMART Presentation Machine
프레젠테이션의 무인화가 필요한 이유

반복적인 회사 제품 및 회사 소개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의 무인화

-Presentation by Machine

직원들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이해가 미숙하여, 내용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자주 발생
외국 바이어 방문 시 해당 언어로의 바이어 프레젠테이션의 어려움
주요 고객 미팅시 관심을 사로 잡을 혁신적인 프레젠테이션 필요
지루한 아날로그 강의는 청중을 지루하게 합니다. 실력은 뛰어나지만, 교수법
(Instruction Method)이 부족한 강사들이 실력에 비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
실
교수법의 기교가 뛰어난 스타강사실력은 매우 뛰어난 강사분이 프레젠테이션
기법이 부족으로 설득력 저하 -반복적인 강의로 지루하고 따분한 프레젠테이
션
교수법이 뛰어난 강사의 초빙에 학원 운영비용의 과다 지출 및 초빙의 어려움

SMART Presentation
Auto Presentation
Easy Presentation

반복적인 강의 및 수업으로 인한 교사들의 노동력 손실
아날로그 교수법(칠판에 학습 내용을 쓰기 방식의 수업형태 )으로 인한 피교
육의 집중력 향상의 한계
교육자들의 반복적인 교육 /비슷한 교육 교제의 공유의 어려움/학습 교육 개
발의 어려움/ 바쁜 행정업무로 인한 컨텐츠 개발의 어려움

Alive Presentation
바쁜 리테일 샵에서의 고객 응대를 위한 새로운 기법이 필요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 제공하는 시스템
에 의한 자동 프레젠테이션, 편리하고 직
관적인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혁신적인 슬
라이드 기술을 통한 Alive 프레젠테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객이 몰리는 피크타임 시간이나 기간에 고객 대응용 제품이 필요
아날로그 인쇄물로 제공되는 상품 정보의 한계 및 지속적인 비용 지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용의 증가

SMART
Presentation
Machine
Digital Presentation
Assistant System

TouchALL™ HUB /TABLE
최첨단 멀티터치 스크린과 사이니지용 모니터가 탑재된 디지털 브리핑 단말 시스템
모델

사양

TouchALL™ HUB 55

55” DID/ PlatformCX™ Comm. G Version/ABrain™ B 모델

TouchALL™ HUB 65

65” DID/ PlatformCX™ Comm. G Version/ABrain™ B 모델

TouchALL™ HUB 75

75” DID/ PlatformCX™ Comm. G Version/ABrain™ B 모델

TouchALL™ HUB 82

75” DID/ PlatformCX™ Comm. G Version/ABrain™ B 모델

TouchALL™ HUB OEM

고객 OEM 모델

품질보증이 가능한 전문 대기업에서 공급하는 모니터에 세계시장에서 품질이 입증된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사의 멀티터치 스크린을 오버레이 형식을 장착하여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는 시스템
입니다.

TouchALL™ WALL
고급 인테리어와 결합한 110인치급 프리미엄 스마트 브리핑 시스템
모델

사양

Assistant System –Premium

TouchALL™ WALL 26P

인테리어 제품/높이 26미터/단촛점 프로젝터/110인치 터치
스크린

Digital Interior

TouchALL™ WALL 23P

인테리어 제품/높이 23미터/천정형 프로젝터/110인치 터치
스크린

TouchALL™ WALL OEM

OEM

Digital Presentation

고급 가구 인테리어를 결합하여 회의실 및 기업의 중역들의 사무공간에 적합한 인테리어 품
격을 제공
110인치급의 멀티 터치 스크린 및 프로젝터 적합형 유리 칠판을 제공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단 촛점 프로젝터 및 고객의 보유한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최첨단 회
의실로 회의 공간을 변화.
PlatformCX™ Community를 활용하는 스마트한 IT 환경을 제공

SMART
Presentation
Machine

TouchALL™ EasyBoard
TouchALL™ Easyboard는 2Bar PulseIR™ 멀티터치 스크린과 PlatformCX™ Community과 결합된 상품으로, 기존
의 전자칠판과 다른 손쉬운 이동성 제공 및 개인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DIY형식의 SMART Presentation
Machine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회의 룸이나 아날로그 칠판이 설치된 학교 및 가정용을 활용할 수 있어, 누구든
지 손쉽게 SMART Presentation Machine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TouchALL™ Easyboard는 디지털 프로젝터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과 결합되어 사용하며, 해외 전시장에서도 손쉽
게 비행기로 이송하여, 해외 고객들에게 고객사의 상품을 멋지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TouchALL™ EasyBoard
TouchALL™ EasyBoard는 2Bar PulseIR™ 멀
티터치 스크린과 PlatformCX™ Community
제품을 결합한 결합 상품으로써, 이동성과
손쉬운 설치가 가능한 디지털 프레젠테이
션 시스템입니다.
TouchALL™ EasyBoard는 2가지 형태의 모
델로 공급되고 있으며, 일반상품 모델은
터치스크린, PlatformCX™ Community가 설
치된 Abrain™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코노
미 모델은 고객의 노트북이나 보유하고 있
는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Abrain™을 포함
하지 않고 있습니다.

A.

TouchALL™ EasyBoard 상품 일반 모델 – 84인치 급/55인치 급
Model
EB-FPR
(Full Package Regu
lar)
EB-FPM
(Full Package Mini)

규격
2Bar Touch 219cm(84인치)
ABrain type B
PlatformCX G ver.
2Bar Touch 149cm(55인치)
ABrain type B
PlatformCX G ver.

비고
최대 84인치

최대 55인치

TouchALL™ EasyBoard 상품 이코노미 모델 – 84인치 급/55인치 급
Model
EB-SFR
(Software Regular)

규격
2Bar Touch 219cm(84인치)
PlatformCX G ver.

비고
최대 84인치

EB-SFM
(Software Mini)

2Bar Touch 149cm(55인치)
PlatformCX G ver.

최대 55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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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슬라이드쇼 편집기

메인 슬라이드는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 쇼 기능을 제공합니다
슬라이드쇼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슬라이드
는 이미지 슬라이드, 4까지 동시 플레이를 지
원하는 비디오 슬라이드 및 웹 슬라이드 제공
합니다.
메인 슬라이드는 보조 슬라이드를 계층구조
형식으로 지원하며,

인간의 프레젠테이션을 모방하는
원리

✓ 보조 슬라이드
✓ 줌형식의 보조 슬라이드

✓ 메인 슬라이드 쇼

를 지원합니다.
✓

보조 슬라이드 쇼

✓ 줌 형식 슬라이드 쇼
✓

보조 슬라이드쇼 편집기

펜 슬라이드 쇼

인간을 모방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보조
슬라이드 편집기 (1)은
✓ 보조 슬라이드
메인 슬라이드와 같은 구조의 멀티미디어 슬
라이드를 제공합니다.

✓ 말하기

✓ 줌형식의 보조 슬라이드 –Zooming Slider
줌형식의 보조 슬라이드는 슬라이드의 특정
영역을 줌인-아웃방식으로 청중에게 보여주
며 동시에 편집기 (2)와 같은 형식으로 보여주
는 펜 슬라이드를 제공합니다.
의 슬라이드 데이터를 편집합니다.

말하기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공지능 서비스의 음성
합성 기술 중에 말하기(Speaking)기술을 접목
하여 각각의 슬라이드 쇼에 필요한 내용을 읽
어줍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음성합성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에저 서비스
아마존 Polly 음성합성 서비스
네이버 Clova음성합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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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Alive

생동감

편리한 사용성

Platform
based

플랫폼 기반

Customer’s Key Value – 고객핵심가
치

Alive

Digital Briefing Assistant System
디지털 브리핑 도우미 - 기업 회의 시스템을 고도화 합니다.
✓ 집중력 있는 브리핑 환경 제공

콘텐츠를 생동감 넘치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세련되고, 매력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SMART Presentation Machine기술을 활용하여,
반복적인 강의를 시스템이 도와 드립니다. 프레젠
테이션을 도우미가 진행하도록 하고, 당신은 보조
적으로 청중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Easy
대화면 멀티터치와 함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는 스마트폰과 같이 편리하게 매력적인 프레젠
테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
은 고객이 쉽게 사용하도 하였습니다.

Platform
based
전용 앱 스토어(App Store)를 통해 다양한 앱
을 공급합니다. 필요하 소프트웨어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앱
을 요청하시거나, 간단한 투자만으로 고객 전
용 애플리게이션을 구축하십시오.

Digital Signage Assistant System
Digital Briefing Assistant System

✓ 전문가용 회의 및 자동 브리핑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원합
니다. 살아있는 콘텐츠로 청중을 사로잡아 드립니다.

Digital Signage Assistant System
디지털 광고 도우미 – 기업 광고 및 제품 광고의 새로운 혁신을 지원합니다.
✓ 언제까지 기업 광고 제품 광고 영상 제작에 많은 투자를 하십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일회성 기업광고나 제품광고를 위해 동영상 제작에 평균
편당 1천만원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광고 동영상 한편을 찍는 비용을 투자만
으로, 새로운 형식적인 디지털 광고 장비를 구비하십시오.
✓ 무인 세일즈(판촉) 시스템
무인 세일즈(판촉)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판촉을 통해 인건비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이루어 냅니다.

SMART
Presentation
Machine

Digital Presentation Assistant System
디지털 강의 도우미 – 청중을 사로잡는 새로운 강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 딱딱하고 지루한 강의에서 해방시켜드립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원합니다. 살아있
는 콘텐츠로 청중을 사로잡아 드립니다.

Digital Presentation Assistant

✓ 강의 도우미 시스템

System

반복적인 강의를 시스템이 도와 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도
우미가 진행하도록 하고, 당신은 보조적으로 청중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Digital Teaching Assistant System

Digital Teaching Assistant System
디지털 수업 도우미 – 학교 수업의 새로운 혁신을 지원합니다.
✓ 선생님들의 반복적인 수업에 대한 효율과 노동력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수업 도우미
교사들의 반복적인 수업과 지속되는 발성으로 인한 고통으
로 부터 해방시켜드리는 음성합성(Text To Speech) 기술을
활용하여, 반복적인 수업의 자동화 시스템이 도와 드립니
다.
교사들에게 새로운 컨텐츠 생성 및 공유를 편리하게 지원
하여,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안정적인 수업 환경을 제공합
니다.
✓ 새로운 수업을 위한 컨텐츠 공급 시스템을 제공
교사들의 클라우드 컨텐츠 운영 협업 시스템을 제공함으로
써, 중복 학습 컨텐츠의 공유, 멀티미디어 지향적인 시청각
강화 수업 및 편리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품을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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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Room A

Class Room B

Class Room C

SMART Presentation Machine은
PlatformCX™ Community의 클라우

드 서비스를 통해 교육 및 강의를 위
한 One to One 컨텐츠 관리 시스템
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Windows Azure 상에서 구축
된 PlatformCX™ Community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PlatformCX™ Community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시스템은 교사들 간의 컨텐츠 공유
및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여, 손쉽게 교사들
간의 교육 컨텐츠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수
업의 가치를 향상시켜드립니다.

교사들의 컨텐츠 공유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공통
된 교육 도구와 협업을 통한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손쉽고 편리한 컨텐츠 기반 교육을 가능하게 하여,
교사들의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구축을 도와 드립니
다.

SMART
Machine
PlatformCX™ Community
컨텐츠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식

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ABrain™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탑재한 컴퓨팅 디바이
스

응용 제품

PlatformCX™
Community –
Platform Software

디지털 사이니즈 – Digital Signage
혁신적이고 직관전인 디지털 사이니지용 앱을 제공
Digital Signage Board
Digital News Board

PlatformCX™ Community 핵심가치

Easy Menu Board

SMART Machine 구축하는 핵심 엔진들
을 구축하여 다양한 SMART MACHINE
비즈니스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사이니즈 및 디지털 프레젠테이
션으로 나누어진 핵심적인 앱 솔루션 제
공으로 무제한적이며 지속적인 제품 활
용가치들을 제공합니다.

Easy Sliding Show

Smart SHOWCASE

…More

TouchALL™ HUB

디지털 프레젠테이션 – Digital Presentation
다양한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앱 제공

플랫폼 솔루션으로 어플리케이션과 강력
하게 결합된 컨텐츠들을 동시에 제공하
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완성형 플랫폼
가치를 제공합니다.

BigPresentation™
EasyShow™
Document Presentation Tool

다양한 클라우드 반으로 구축된 플랫폼
솔루션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가
능하여 ,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게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TouchALL™ HUB

BigBoard

TouchALL™ WALL

…More

플랫폼 솔루션
고객에게 요구에 부응하는 앱을 지속적으로 공급
무료 앱을 포함하여 고부가가치 앱을 공급

앱 스토어
APP STORE

컨텐츠 스토어
C STORE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비
스인 Windows Azure 기반으로 설계
되어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앱 및 고부가치 앱들을 공급을 통해
새로운 교육 및 기업 프레젠테이션 및 디
지털 사인이지 시장을 확대

디지털 사이니즈
솔류션 (Digital
Signage Solution)

다양한 비즈니스용 디지털 사이니즈 앱들을 제공합니다.

SMART Sales Machine 핵심 어플리케이션
을 기반으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Digital
Signage용 서비스 앱(app)들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PlatformCX™ Community의 앱 솔루
션상 편집기 모드를 지원하는 어플리
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도구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보드-보드는 멀티미
디어 디지털 광고 저작 툴 및 클라우
드 서비스를 활용한 컨텐츠 밀어내기
방식(Push-Style) 광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앱입니다.

이지메뉴보드-간단한 홈페이지
형식으로 멀티터치 스크린과
결합하여 인터렉티브 한 메뉴 보드를
손쉽게 사용자가 편집하고, 플레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뉴스보드-소식 및 정보 컨텐츠로
뉴스를 만들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뉴스의 관리 및 원격 기
능들을 지원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비즈니스 목
적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고객들에게 제
공하고 있습니다.

SMART Sales Machine은 AIRTouch™
터치스크린 입력장치와 연동하여, 스
마트 쇼케이스(Smart SHOWCASE)를
동작하게 만드는 핵심 적인 어플리케
이션 소프트웨어 입니다.
✓ 응용성 및 확장성을 지원하는 앱(App)
기반 서비스 지원
-확장성(Scalability))과 응용성(Applicability)
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 을 기반으로 하는 앱
스토어를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앱들이 스토어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쇼케이스는 혁신적인 무인 판
매시스템을 의미하며, SMART Sales
Machine은 스마트 쇼케이스에 탑재됩
니다.

이지슬라이드쇼-초간편
멀티미디어 자료(이미지 및
동영상)의 자동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하는 앱입니다.

방명록-기존 종이에 기록하는 방명록
방식을 벗어나 웹 카메라와 판서의 기
능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새롭고 개성
적인 방명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프레젠테
이션(Digital
Presentation
Solution)

생동감 넘치는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앱들을 제공합니다.

Alive Presentation용 서비
스 앱 지원
SMART Presentation Machine 핵심 어플리
케이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Digital
Presentation 서비스 앱(app)들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비즈니스 목
적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고객들에게 제
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문서 프레젠테이션-기본 문서
파일을 읽어 들여 문서 프레젠테이션
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
다

BigBoard기존 칠판의 가치를 가상의 대
화면을 가능하게 하여, 물리적인 작은
판서화면을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판서가 가능한 거대한 칠판기능을 제
공합니다..

SMART Presentation Machine은
인공지능 서비스 중 음성 변화 기
술과 혁신적인 프레젠테이션 기술
을 활용한 무인 프레젠테이션을 가
능하게 하는 핵심 엔지입니다.

BigPresentation - 대화면 브레인스토
밍을 지원하는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으로 자동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M-Collection - 무제한 용량의
멀티미디어 자료의 컬렉션 –
Collection -기능을 제공합니다.

판서 기능을 가진 전자 칠판으로써
사용이 가능한 앱입니다. 단순한
전자 칠판일 아니라 판서 내용을
PDF로 저장 및 참석자들에게 직접
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Easy how -멀티터치 스크린의 기능
을 활용한 컨텐츠 경험 증강을 위한
멀티 유저 (Multi-user)용 프레젠테이
션 도구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PlatformCX™ Community 클라우드 서비
스 핵심 가치는 앱 스토어와 앱에서 생성
된 컨텐츠들의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컨텐
츠 스토어가 동시에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완전한 플랫폼 가치를 구축할 수 있
습니다.

01
스토어
STORE

앱 스토어
APP STORE
PlatformCX™ Community는 확장성(Scalability))과 응용성(Applicability)
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 을 기반으로 하는 앱스토어를 지원합니다. 이 앱
스토어는 다양한 형태의 SMART MACHINE 응용 프로그램 솔루션을 포
함하여, 앱 공유 비지니스 모델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들에
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앱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스토어
CONTENTS STORE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지원함으로
써, 플랫폼의 운영을 더욱 강력하고 확대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들을 통해 소프트웨어들을 성능
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파일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탈피하여, 대용량 자료(이미지, 동영
상 및 문서 등)의 이동 저장 관리 등이 편리한 형태로 컨텐츠 구조를 정
의하여, 플랫폼에서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앱에서 작성된 컨텐츠가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02
클라우드 서비스
CLOUD SERVICE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Windows Azure 기반으로 설계되어
강력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본적으로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클라우
드 상에서 10기가 바이트의 개인 컨텐츠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자유롭게 협업
사용자들과 컨텐츠를 공유합니다.
이 클라우드서 비스는 앱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들과 플랫폼 자체에서 놀라
운 원격 관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 업데이트된 서비스 앱 다운로드 기능으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서비스
부품이 항상 새롭게 공급됩니다.
PlatformCX™ Community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여 항상 최신의
소프트웨어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지원
SUPPORT

기술 지원이나, 필요한 서비스 부품이 있으시면 언제든
platformcx@rndplus.com으로 연락해주십시오.
Service Component SDK (Software Development Kit)를 지원합니다.
support@rndplus.com으로 연락주시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latformCX™
Community
앱 공유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앱 비즈니스 모델
㈜알엔디플러스사는 고객들의 이익을 위한
공유 경제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앱 공유
비즈니스를 앱 개발 요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공유 서비스(PlatformCX™ Community Application Sharing
Service) 프로그램
공유경제의 개념으로써 PlatformCX™ Community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공유 서비스(PlatformCX™ Community Application
Sharing Service)를 지원합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 PlatformCX™ Community을 탑재한 TouchALL™ 제품 및 기타 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즈 장비, 디지털 정보
단말기등에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서비스 앱)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사용자 또는 비즈니스 주체)는 어플리케이션의 개
발을 RNDPLUS사에 무료로 요청하면, RNDPLUS사는 요구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앱을 요구자 공급하고, 공급된 서
비스 앱은 기타 다른 고객들이 무료로 사용하여, 고객들은 저렴한 초기 도입비용만 지불하고 다양하고 유용한 앱을 활용하여 제
품 응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무료로 앱을 개발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앱당 최하 500만원이상의 실지적인 비용 지불없이 자신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플랫폼 소프트웨
어은 이와 같은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필요한 요구조건에서 개발되 공급된 서비스 앱 스토어들 방대하게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앱 시장과 플랫폼 서비스들을 확대하는 하고자 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일반 요청
고객이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무료 앱 개발 및 공급 형태입니다.
고객 요청사항을 분석하여, 개발 가능 범위 및 기간을 응답합니다.
무료개발 앱은 모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발의 규모나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제약 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요청
고객이 일정개발 비용을 지불하고 고객 소유의 앱을 개발 및 공급 형태입니다.
개발 비용은 일반 사장 개발 비용보다 저렴하고 신뢰성을 제공하며, 요청 고객에게 소유자 키를 발송하여 고객
이 앱을 소유함.

비즈니스 요청
특정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 고객이나 기업이 요청하는 앱 개발 및 공급형태로 이 앱과
PlatformCX™ Community를 배포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합니다.

특정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에 의해서 개발 공급되면, 개발 규모 및 범위를 측정하여, 개발 비용
을 산정하거나 런링 노열티 방식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PlatformCX™
Community License
Strategy

비즈니스 라이센스 (B License)
단독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라이센스
프레젠테이션 앱 및 디지털 사이니즈 용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일반 라이센스 (G License)
교육 및 기업 회의등에 활용되는 프레젠테이션 앱 만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제한적)

프리미엄 라이센스(P License)
대단위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라이선스로 별도계약이 필요한 권한
프레젠테이션 앱 및 디지털 사이니즈 용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웹사이트 ( www.rndplus.com/download )에서 다운 로드 할 수 있으면, 라이선스가 없으
면 개인사용자 버전용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없는 버전은 개인용도
만 사용 가능하면,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Brain™ Artificial
Brain Computing
Machine 모델

ABrain™ H 모델

ABrain™ B 모델
인텔사 펜티엄급의 CPU
성능 기준으로
PlatformCX™
Community를 탑재한
ABrain™ 컴퓨터

ABrain™은 PlatformCX™ Community를 설
치하여, 특정 목적에 적절하게 튜닝 되어 지
여 ㈜알엔디플러스사에서 고객에게 제공되
는 특수 목적용 컴퓨터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인텔사 i3/i5/i7급 CPU 성
능 기준으로 PlatformCX™
Community를 탑재한 컴퓨
팅 머신으로 기본 내장형
그래픽을 사용하는
ABrain™ 컴퓨터

높은 가성비가 요구되는
시스템에 적합한
Abrain™ 컴퓨터

ABrain™은 총 4 종류 모델로 구분되어,
SMART MACHINE 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
한 종류의 고객 요구사항에 맞추어 고객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ABrain™ M 모델

ABrain™ S 모델
인텔사 아톰계열의 CPU
성능 기준으로
PlatformCX™
Community를 탑재한 컴
퓨팅 머신

인텔사 i3/i5/i7급 CPU 성능 기준
으로 PlatformCX™ Community를
탑재한 컴퓨팅 머신으로 외장 내
장형 그래픽을 사용하는 Abrain™
컴퓨터

PlatformCX™
Community 단독 앱을
장착하여 특정 앱으로
특화된 성능을 제공하는
ABrain™ 컴퓨터

고성능 컨텐츠, 멀티 컨텐츠 운영
및 안정성 위주의 고성능
ABrain™ 컴퓨터

#PlatformCX™ Community 의 PlatformCX™ Shell을 사용하여 가성비를 향상

TOUCHSCREEN
PulseIR™ Multitouch screen
AIRTouch™
3D Touch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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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seIR TM
Infrared Multitouch Screen
PulseIR™ 적외선 멀티터치 스크린은 대중화된 멀
티 터치 스크린으로써 전세계 고객들에게 공급되
고 있으며, 특히 고객 커스터마이징에서 뛰어난
고객 지원을 추구하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뛰어
난 품질과 빠르고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터치 스크린 활용도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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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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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에 대한 짧은 납기
원격 펌웨어 업그레이드 도구 및 다양한 SDK 도구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 지원

SPECIFICATION
2D PulseIR ™ 멀티 터치 패널 모델 시리즈에는 네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TSV와 TSR 시리즈는 디스플레
이 세트에 결합 될 수 있어서 중첩 장착 되거나 기계의 견고한 설계를 지원합니다. TSI 시리즈는 또한 디스
플레이에 결합 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 프레임에 유리를 결합하거나 제거 할 수 있습니다. TSU 시리즈는 특
별히 긴 멀티 비전에 통합될 수 있으며 Y 축이 없습니다. TSX는 Outdoor목적의 특수형 제품입니다.

NCT Frame 기반의 PulseIR™ 멀티터치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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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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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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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Light weight and narrow bezel
with Aluminum extraction/NCT
Frame with glass

* Outdoor용 멀티터치 스크린은 주문형 제품으로만 공급합니다.
※ 제품 사양은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최신 기술 지원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 TSU 좌우 외측에 새도우(Shadow) 영역이 있습니다. 사용자 설계의 경우 문의 부탁 드립니다. 기술적인
상세한 자료는 2Bar Touchscreen Application Note를 참고하세요.

PulseIR™ Multitouch Screen

✓ TSI Series PulseIR™ Multitouch Screen
Model

Size

(mm)

제품 모델들 - Product Models

Active touch area(mm)

Touch Point

Width

Height

Width

Height

21.5"

523.6

314.6

481.6

268.2

6 pt ~ N pt

25"

639.1

298.1

597.1

256.1

6 pt ~ N pt

27"

644.6

380.6

602.6

338.6

6 pt ~ N pt

30"

688.6

446.6

646.6

404.6

6 pt ~ N pt

32"

743.5

441.0

701.5

399

6 pt ~ N pt

40"

930.6

545.6

888.6

503.6

6 pt ~ N pt

42"

974.6

567.6

932.6

525.6

6 pt ~ N pt

43"

991.1

578.6

949.1

536.6

46"

1062.6

617.1

1020.6

47"

1084.6

628.1

48"

1101.1

49"

✓ TSV Series PulseIR™ Multitouch Screen
Size

Model

(mm)

Active touch area(mm)

Touch Point

Width

Height

Width

Height

12"

318.2

220.2

260.0

160.0

2 pt

15"

392.8

285.4

300.0

222.0

2 pt

6 pt ~ N pt

17"

434.8

334.8

330.0

264.0

2 pt

575.1

6 pt ~ N pt

18.5"

485.0

300.0

410.0

230.0

2 pt

1042.6

586.1

6 pt ~ N pt

19"

462.4

357.4

376.3

301.1

2 pt

639.1

1059.1

597.1

6 pt ~ N pt

21.5"

523.0

320.0

476.6

268.1

2 pt

1123.1

650.0

1081.0

608

6 pt ~ N pt

22"

564.0

364.0

473.8

296.1

2 pt

55"

1255.1

727.0

1213.1

685

6 pt ~ N pt

23"

607.6

354.4

510.0

288.0

2 pt

65"

1475.1

848.1

1433.1

806.1

6 pt ~ N pt

24"

620.0

394.0

518.4

324.0

2 pt

70"

1596.1

919.6

1554.1

877.6

6 pt ~ N pt

27"

670.8

409.7

596.8

335.7

2 pt

75"

1700.6

980.1

1658.6

938.1

6 pt ~ N pt

32"

787.0

482.0

695.4

393.3

2 pt

80"

1816.2

1040.7

1774.2

998.7

6 pt ~ N pt

38"

1013.0

323.0

934.8

245.1

2 pt

84"

1909.6

1095.6

1867.6

1053.6

6 pt ~ N pt

40"

968.0

573.0

883.5

495.9

2 pt

90"

2041.6

1167.1

1999.6

1125.1

6 pt ~ N pt

46"

1105.0

653.0

1018.1

572.7

2 pt

95"

2140.6

1227.6

2096.6

1179.36

6 pt ~ N pt

47"

1132.0

677.0

1039.7

584.9

2 pt

110"

2487.2

1431.2

2441.2

1385.2

6 pt ~ N pt

50"

1203.1

711.6

1105.1

620.6

2 pt

52"

1242.0

742.0

1151.4

649.8

2 pt

55"

1300.0

770.0

1208.4

678.3

2 pt

60"

1420.0

839.0

1328.1

746.7

2 pt

65"

1525.0

895.0

1429.0

803.5

2 pt

69.5"

1632.9

959.6

1538.9

865.6

2 pt

70"

1660.1

982.2

1550.4

872.1

2 pt

72"

1700.0

1000.0

1596.0

894.0

2 pt

✓ TSR Series PulseIR™ Multitouch Screen
Size

(mm)

Active touch area(mm)

Model

Touch Point
Width

Height

Width

Height

32"

787.0

482.0

695.4

393.3

6 pt ~ N pt

42"

1023.0

615.0

929.1

524.4

6 pt ~ N pt

46"

1105.0

660.0

1014.6

570.0

6 pt ~ N pt

47"

1119.4

666.7

1037.4

581.4

6 pt ~ N pt

50"

1189.8

706.6

1105.8

621.3

6 pt ~ N pt

55"

1300.0

770.0

1208.4

678.3

6 pt ~ N pt

60"

1420.0

839.0

1328.1

746.7

6 pt ~ N pt

65"

1525.0

895.0

1438.5

813.0

6 pt ~ N pt

70"

1660.1

982.2

1550.4

872.1

6 pt ~ N pt

75"

1748.0

1026.0

1652.2

930.2

6 pt ~ N pt

80"

1880.3

1105.1

1771.2

996.3

6 pt ~ N pt

82"

1907.9

1115.4

1806.9

1014.6

6 pt ~ N pt

84"

1963.0

1148.0

1860.5

1046.5

6 pt ~ N pt

98"

2259.4

1313.6

2159.0

1215.0

6 pt ~ N pt

110"

2354.6

1361.6

2269.0

1276.0

6 pt ~ N pt

TSU Series PulseIR™ Multitouch Screen
최신 기술 지원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sales@rndplus.com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TSX Series PulseIR™ Multitouch Screen
최신 기술 지원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sales@rndplus.com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고객 커스터마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십
시오.
특수형 터치스크린을 고객 주문에 맞추어 제작
해 드립니다.

PulseIR TM
2Bar Infrared Multitouch Panel
2Bar 형 PulseIR™ 멀티터치 스크린 제품은 4Bar 형
PulseIR™ 멀티터치 스크린 제품에 비해 저렴한 제
조 비용과 터치스크린을 탑재하는 시스템의 설
계 유연성을 통한 간접적인 시스템 제조 비용의
절감 및 시스템 설계 유연성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 멀티 비전 대응 기능
여러 개의 모니터를 가로 방향으로 연결하거나,
새로 방향으로 길게 연결하는 멀티 모니터 제품
인 멀티비전용에 적합한 멀티터치 스크린 제품
입니다.

✓ 저렴한 디지털 화이트 보드
프로젝터 기반의 디지털 화이트 보드(전자칠판)의 저렴한
터치스크린 기능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Y축이 없는 장
점으로 인해 설치가 매우 간편하고, 설치 후 깔끔한 외관
을 제공합니다.

✓ 분할 터치 스크린 기능
대화면 디스플레이 중 특정한 부분만을 터치
영역(화면 분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특수 목적형 기능
2Bar 형 PulseIR™ 멀티터치 스크린 제품은 개별적인 터치
스크린 영역 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영역을 멀티터
치 스크린과 커스텀 좌표 인페이스 연결을 동시에 지원합
니다.

✓ Outdoor 전용 터치 스크린 기능

AIRTOUCH™ 2D
with AIRHaptic™
AIRTOUCH™ 2D 터치 스크린은 전통적인 터치
스크린의 유리 전면 부를 터치하는 방식과 차
별적으로 허공상태에서 터치스크린 기능을 제
공합니다. 허공상태에서의 좌표의 인식기술
을 AIRHaptic™으로 지칭합니다..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의 오염 방지 및 허공상
태에서 제약 없는 빠른 제스쳐 (Friction-free
gesture)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징
✓ AIRTOUCH는 일반적인 터치스크린 사용방
식인 물리적인 화면 터치를 허공에서도 동
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특수목적용 제
품입니다.

SPECIFICATION
AIRTOUCH™ 2D 터치 패널 모델 시리즈에는 두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TSI 시리즈와 같은 구조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공급
되고 있습니다. AIRTOUCH™ 2D 터치 패널 모델 시리즈는 유리를 불필요한 모델입니다. AIRTOUCH™ 2D 터치 패널 모델은
AIRHaptic™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고, 일반적인 터치스크린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하
는 설계도구를 이용하여, 부분적인 공간을 일반적인 멀티터치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RTOUCH™ 2D 터치 패
널은 기본적으로 2Bar형식으로 제공하지만, 4Bar형식은 고객의 요청 시 공급합니다.

*기술적인 상세한 자료는 2Bar Touchscreen Application Note를 참고하세요.

AIRTOUCH™ 2D - 2Bar
Model Series
Multitouch Point
TA2 Series
N Point

Frame Bezel Width
21mm

Description
Light weight and narrow bezel
with Aluminum extraction

AIRTOUCH™ 2D - 4Bar
Model Series
Multitouch Point
TA4 Series
N Point

Frame Bezel Width
21mm

Description
Light weight and narrow bezel
with Aluminum extraction

✓ AIRTOUCH는 물리적인 화면 터치에 의한 신
체 접촉을 방지할 수 있어 여러 사람들이 공
동으로 사용하는 Public Display 사용시에도
위생적으로 안전합니다.
✓ AIRTOUCH는 각종 Exciting Sports 액션게임
(검술,권투,격투기 등)에서 2차원적인 단순
조이스틱을 뛰어넘은 신개념 공간 터치 기
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실감나는 감흥
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운용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AIRTOUCH는 접촉식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
현장에서의 필요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일반의료, 수술의료 현장 등에서 사용시 신
체 접촉 없이도 고급 영상의료 정보를 일반
디스플레이기기를 다루듯이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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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TOUCH™ 3D
with AIRHaptic™
AIRTOUCH™ 3D 터치 스크린은 산업 통산 자
원부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사업화 지
원사업”을 통해 개발되 차세대 3차원 멀티터
치 기술입니다.
진보된 AIRTOUCH™ 3D 터치 스크린 기술은
향후 새로운 터치스크린의 영역을 개척하는
중요한 기술로써, ㈜알엔디플러스사가 차세
대 기술을 집약한 제품입니다.
기술 문의 및 제휴는 sales@rndplus.com으로
언제든 연락이 가능합니다.

AIRTOUCH™ 3D

다층구조의 PulseIR™ 터치기술
특징
2D / 3D 디스플레이와 통합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3D 터치 스크린 패널
3/5 다층 PulseIR ™ 터치 스크린 3D 터치 좌표를 지원
특허 3D PulseIR ™ 기술
3D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지원
그립, 푸시, 풀, 리프트 등을 통해 다양한 3D 제스처
32 점 3D 터치 포인트 지원
주변 광 컨트롤을 제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 특허
전용 USB 전원 - 저전력 설계

응용사례
2010년 부터 PulseIR™ 멀티터치 스크린은 전
세계 주요 고객들에게 채택되어 디지털 사이
니지, 키오스크 및 다양한 디지털 장치에 탑
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응용사례는 ㈜알엔디플러스사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최신 업데이트된 응용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 Http://www.rndplus.com
PulseIR™ 상표는 ㈜알엔디플러스 사의 특허
기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SMART MACHINE Specialist

Company Profile

회사명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 (RNDPLUS Co., Ltd)

대표이사

김 용 철, Kim Yong Chul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 는 개인 기업으로 2003

설립연도

2010 1월 13일

년 출범하여, 2010년 법인화를 통해 세계적인

본사

SMART Machine Specialist

SMART MACHINE 전문기업을 목표하여
SMART MACHNINE 시스템 및 , 터치스크린, 센
서 기술 및 컴퓨팅 기반 플랫폼 소프트웨어등기

술들을 다양한 SMART MACHINE 및 응용 제품
들을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는 단순 제조기반에서
서비스 기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소프트웨
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
역을 개척하고 있으며, SMART MACHINE 기반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38 일산 테크노 타운 610호

영업 사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38 일산 테크노 타운 313호

기업 부설 연구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38 일산 테크노 타운 312호

회사 정보
http://www.rndplus.com
http:// www.facebook.com/pulseir
http://www.youtube.com/user/rndpluspulseir
관계회사 ㈜태웅메디칼 (www.stents.net)

 회사 위치

병역특례 지정업체

RNDPLUS HQ/Factory
경기도 유망 중소 기업
수출유망 중소 기업

40min. by
RNDPLUS SALES OFFICE
car
Inchon
Intl. Airport

1. 기업개요/Company Overview

ORIGAINZATION

대표이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부사장

부설 연구소장

Sales Division

R&D Division

H/W-/SW개발팀장

HW/SW 개발 팀원 그룹

재무/회계

전략 경영

기구 설계 팀장

마케팅 사업부장

개발 팀원 그룹

영업부 팀장

영업부 팀원 그룹

Manufacturing Division

생산 팀장

품질관리 팀원 그룹

생산 팀원 그룹

SMART Sales Machine Business

SMART Machine Specialist

- SMART SHOWCASE

- AIRTOUCH System

사업 영역

- A-Brain Computing System

SMART
SHOWCASE
Biz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 비즈니스 영역은 4가
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TouchALL™
Biz

SMART Presentation Machine
Business
- TouchALL™ HUB
- TouchALL™ Wall
- Easy Board System

Software Solution Business
- Platform Software Solution
( PlatformCX™ Community )
- Application Software Solution

PulseIR™
Infrared
Touchscreen Biz

Touchscreen Business
- PulseIR™ Touch Solution
- 4BAR Multitouch Screen
- 2BAR Multitouch Screen

Software
Biz

HISTORY

2010

2011

· RNDPLUS 법인 설립
· 벤처 기업 등록
· 기술연구소 설립
· ISO 9001 인증
· 한국 문화방송국의 개표 방송에 참여
· SKTA Healthcare R2

· 2.5 "~ 152“ 크기의 터치스크린 개발
· 유럽CE/미국FCC/국내 전자파 적합성 인증 획득
- PlatformCX™ Community 개발 시작

2014

2015

· 멀티터치를 위한 핵심 기술의
국제 특허 출원 (PCT)
· 3D 터치스크린을 위한 핵심 기술의
국내 특허 출원
· Touch panel Korea, 중국 상하이, 심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터치 스크린 전시회 참가
· 정부 지원 과제 선정 (20억규모/2년)

· 2D/3D AIRTOUCH에 대한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
· MasterPT 솔루션 기반 플랫폼 국내 출시

2012
· YTN / 연합 뉴스와 함께 총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
· 103" 터치 스크린을 드라마 [포세이돈]에 제공

2016
· 미국 라스베가스 2016 Digital Signage Expo 참가
- AIRTOUCH 2D/3D, MasterPT Solution 공개
· 이노비즈 INNOBIZ 인증
-병무청 병역특례 기업 지정

2013
· 경기도 선정 수출유망기업
· 다양한 OS에 HID 타입 적용/ 응용 오픈/
- TUIO 국제 표준/ 정확한 멀티터치 기술 개발

2017
유럽 2017 ISE 전시회 참가
- Smart Showcase, PlatformCX Solution 공개
SMART MACHNE 사업 시작

SMART Machine Specialist

VISION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는 SMART MACHINE을 통해 사
람과 시스템이 연결되는 감성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
고자 합니다.

SMART MACHINE
-인간의 영역을 대리하여 인간을 이
롭게 하는 시스템-

DESIGN

TREND

자연주의, 인테리어
감성을 표현

인공지능, 무인판매 트랜드를
리드하고 감성을 움직이는
사용자 공감형 마케팅

EMOTION
고객에게 감성을
전달하는 컨텐츠
소프트웨어 스토리텔링

KOREA

SMART Machine Specialist

RNDPLUS Co., Ltd
#610 Ilsan Technotown, 138 Ilsan-ro,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KOREA
Tel : 82-31-914-3662 / Fax : 82-31-914-3665
e-mail : sales@rndplus.com
http://www.rndplus.com

Partners
국내외 비즈니스
파트너

Digiterior Co., Ltd
#312 Ilsan Technotown, 138 Ilsan-ro,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KOREA
http://www.digiterior.co.kr

Meinix
#604(Yeomchang-dong, Soltnine village)
267 Gonghang-daero 59da-gil, Gangseo-gu,
Seoul, Korea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는 국내 및 해외 파트너
사를 통해 제품을 해외시장으로 판매하고 있습
니다.
미국 및 일본 등지에, 다양한 완성 제품에 탑재
되어 세계 유수 기업에게 제품이 품질을 인정
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MINATO HOLDINGS INC.
4105, Minami Yamata-cho,
Tsuzuki-ku, Yokohama-shi
224-0026, Japan
http://tss.minato.co.jp/

IDS Pulse LLC
3380 Vincent Road
Pleasant Hill, CA 94523
www.idspulse.com

North
America

JAPAN

IDSPulse LLC

MINATO Holdings

North America Partner

Japan Partner

www.touchsystems.com

Korea Partner

✓ 특허 보유 및 출원 현황
SMART Machine Specialist

Partners
국내외 특허 및 인
증 보유 현황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는 국내 및 해외 특허들
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R&D를 통해 핵심
특허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 및 고객 기술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 사명에서 보듯 핵심 기
술을 확보하여 고객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
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는 고객들에게 공급하
는 제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을 취득하고 있어,
제품 품질 및 사후 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해 끊
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특허 제10-1260341호[KOREA]
특허 제10-1175073호[KOREA]
특허 제10-1057620호[KOREA]
특허 제10-1323196호[KOREA]
특허 제10-1372423호[KOREA]
특허 제10-1295197호[KOREA]
특허 제10-0901971호[KOREA]
특허 제10-1203701호[KOREA]
특허 제10-1032148호[KOREA]
특허 제10-1107791호[KOREA]
특허 제10-1076871호[KOREA]
특허 제10-1135620호[KOREA]
특허 제10-1646564호[KOREA]
특허 제10-1615537호[KOREA]
특허 제10-1646562호[KOREA]
특허 제2414603호[CHINA]
특허 제5757004호[JAPAN]
특허 제5942281호[JAPAN]
특허 제6200553호[JAPAN]
제PCT/KR2011/008755호[PCT]
제PCT/KR2012/005172호[PCT]
제PCT/KR2013/002382호[PCT]
상표 제40-0912072호[KOREA]
출원 제10-2014-0091840호[KOREA]
출원 제10-2015-0092839호[KOREA]
출원 제10-2015-0032645호[KOREA]
출원 제10-2015-0022277호[KOREA]
출원 제10-2016-0052138호[KOREA/JAPAN/USA]
출원 제10-2017-0108736호[KOREA]
출원 제201380016987.X호[CHINA]
출원 제2015-503113호[JAPAN]
출원 제PK002040722[USA]
출원 PCT/KR2015/007517[PCT]
출원 제PK002340532호[USA]
출원 제40-2016-0111429호[KOREA]

ISO9001 Certificate

CE/FCC Certificate

KCC Certificate

SMART Machine Spe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