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무인 셀프 스토어
SMART Self Store
SMART Curator™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무인 셀프 스토어

SMART SHOWCASE™를 기반으로 하는 무인 셀프 스토어
SMART Curator™기술과 첨단 무인 결제 솔루션을 결합한 무인 셀프 스토어 솔루션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무인
결제 스토어.
무인 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여, 고객이 직접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무인 판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판촉 및 마케팅
SMART Curation
스마트 큐레이션 기술을 제공하여, 디지털 컨텐
츠로 광고 및 홍보를 통해, 상품의 판촉 과 새
로운 마케팅 기법을 제공합니다.

소비자 경험
기존의 자판기 솔루션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직
접 상품을 경험하게 합니다.

※ 무인 셀프 스토어 영상

https://youtu.be/qWanG2m4nfM

SMART SHOWCASE™를 기반으로 하는 무인 셀프 스토어
SMART Curator™기술과 첨단 무인 결제 솔루션을 결합한 무인 셀프 스토어 솔루션

디지털 광고

무인 결제 지원

디지털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및 키오스형
홍보 및 광고 방식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큐레이션
신용 카드 결제 및 정산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이 직접 결제를 진행
하는 무인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마트 큐레이션 기술을 통해, 관심있는 상품
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고객의 구매욕구를 자
극하는 광고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구매 가치
를 향상시킵니다.

무인 결제와 스마트 큐레이션 기술
은 점원의 개입없이 고객이 직접 상
품의 정보를 파악하여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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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및 정산 솔루션
✓ 신용 카드 결제
신용 카드 결제 및 정산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이 직접 결제를 진행하는 무인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무인 결제와 스마트 큐레이션 기술은 점원의
개입없이 고객이 직접 상품의 정보를 파악하
여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
다.

✓ 무인 결제용 POS 솔루션
무인 결제를 통한 매출 조회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무인 POS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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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General spec.
정격출력

110W

정격전압

AC 100~240V, 50/60Hz

Display

32” TFT LCD Monitor

CPU

Intel Celeron 4th generation

O/S

Windows 10 IoT Embeded

S/W

PlatKOM

외장마감

WHITE or Wood pattern or 기타 협의 가능

이동식 선반

370(h) x 4칸 or 240(h) x 6칸 or 175(h) x 8칸 *refer to Appendix.1

Operation temp.

5 ~ 40℃ (30~80% RH)

Warranty

1 year

Display spec.
Display type

32” Open Frame TFT LCD Monitor

Display area

698.4(H) x 392.85(V)

Resolution

1920 x 1080 pixels

Brightness

350 nits

Protection Glass

t=3.2mm, Tempered

Audio

1.8W(L/R)

Certificate

KC
Computer system spec.

CPU

Intel Celeron

Memory
Network

4th generation,

1.8GHz

Graphic

Intel HD Graphic 610

4GB

Storage

SSD 32GB

유/무선 지원

Certificate

KC

Touch sensor
Response

Typ. 10ms

Position accuracy

Typ. 8mm

Interface

USB 2.0 (5V/0.5A)

Certificate

KC

ESD

EN61000-4(Air discharge ±8kv, contact discharge ±4kv)
Mechanical spec.

Dimension

1180mm(w) x 1890mm(h) x 350mm(d)

Weight

약 60kg

*refer to Appendix.1
선반 한계하중

10kg 이내

Exterior speaker

Britz 3W x 2 (Stereo)

Option
결재시스템

Easy Check EP-763

Web camera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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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Product drawing
(Unit: mm)

이동식 선반

(※ 진열 상품 크기에 따라 직접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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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편집기

⚫ 컨텐츠 관리 솔루션

SMART SHOWCASE™에 탑재된 PlatKOM™소프트웨어를 통해 디지털 컨
텐츠 제작 및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PlatKOM™소프트웨어의 SInC 기술은 혁신적이 디지털 컨텐츠 운영 및 결
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표시영역 편집기

⚫

컨텐츠 편집기

⚫ 시뮬레이터

⚫ 고객 관심도 관리 솔루션

⚫ 전시상품 관리 솔루션

솔루션 세일즈 및 기술 지원
SMART SHOWCASE™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은 직접 판매, 임대 및 컴포넌
트 솔루션 판매를 통해 고객 세일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솔루션 구입
스마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은
⚫ SMART SHOWCASE™ 시스템 (비용지불),
⚫ 고객 컨텐츠 관리 및 운영 (비용 지불/ 고객이 직접 관리할 경우 무료)
⚫ 클라우드 비용 및 기타 소프트웨어 서비스 비용 (무료)
으로 구분되어 고개분들에게 공급합니다. 주문형 SMART SHOWCASE™는 별도 주문계약으
로 공급합니다.

✓ 특허
본기술은 산업 통산 자원부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
(주)알엔디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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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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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팩
스
문의메일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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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상품안내시스템(Smart Showcase) 유튜브 동영상 설명자료(국문)
http://youtu.be/5D-1kaDHqGw
※ ㈜알엔디플러스 홈페이지
http://www.rndplus.com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 경기도 일산 본사 영업부 전시장에 고객들이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는 다양한 SMART SHOWCASE™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관은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지속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 사업자 고객을 위한 테스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 지원 및 비즈니스 로직 설계를 지원하며,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