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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디지털 판매대는 매장 내 판촉사원들의 인건비 상승

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SMART SHOWCASE™는 무인 디지털 판매대를 지칭하는 브랜드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간섭 받지 않는 소비를 원하는 21세기 YOLO(You Only Live Once)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사람 간 접촉 없이 첨단 IT 기술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른바 '언택트 기술'을 적용한 무인 점포의 확충으로 매장 관리 인력의 효

율화 및 보다 효과적인 판매촉진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무인 디지털 판매대는 고객들의 쇼핑 시 판촉사원의 호객

행위 없이도 매장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

루션을 제공합니다.

판매 직원들에 대한 상품 판매 교육의 어려움 또는 제대로 교육

받지 않은 판매 사원들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고객 불만을

해결해 드립니다.

무인 디지털 판매대는 판촉사원이 고객을 응대 중일 때, 다른 고

객들이 자기차례의 설명을 기다리다가 매장을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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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HOWCASE™ 무인 디지털 판매대를 이용한 무인 판촉 디지털 판매대 시스템 구축을 제안 드립니다. AIRTOUCH™ 공간터치스크린 하드웨어와

PlatformCX™ COMMUNITY 운영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새로운 디지털 유통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SMART SHOWCASE™ 솔루션으로

무인화를 통한 매장의 운영비 감소와 매출 증대, 혁신적인 디지털 리테일 사업장 운영에 따른 홍보효과 등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무인 판매 표적광고 인공지능지원 365일 운영 설명적광고 고객운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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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선보이는 SMART SHOWCASE™ 솔루션 적용으로 언택트(Untact) 마케팅과 컨텍스트(Context)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 무인 판촉 전문 쇼핑몰 구축

현재의 일반 리테일 오프라인 매장 사진 : 

- 신제품을 판촉 하는 매장직원 모습

- 판매대 앞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적힌 작은

글자를 읽으며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고객 모습

Smart Showcase™가 적용된 무인 판촉 디지털 판매장 이미지 : 

- 신제품을 판촉 하는 매장직원이 사라져 고객주도의 쇼핑이 이루어지는 모습, 

- 고객에게 필요한 선호 제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에 나타내어 쉽게 찾아

보는 고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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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판매 지원 시스템표적 광고 시스템

상품 정보 검색 시스템

지능적인 판매 접점 관리 시스템

고객이 관심있는 제품을 만지거나 집어드
는 행위를 인지하여, 관심 제품에 대한 상
품 광고나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표적 제
공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여 목표
매출 증가를 제공하는 시스템

상품과 상품 정보가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

고객이 관심들을 분석을 위해 정보화 기능을
제공하여, 판매자에게 유용한 상품 분석 및 관
리 기법을 제공

원격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대단위 사업화를
포함하여, 컨텐츠 제공에 대한 자동화 및 운영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의 증대

상품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 자연스러운
기법을 제공하여, 훈련된 판매 도우미의 고용 없
이도 24시간 무인 판매 지원서비스를 제공.

음성제공 및 다국어 지원등을 통해 인간보다 효
율적인 상품 판매 기능을 제공.

사람이 제공하는 상품 판촉 기능이 호객행위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거부감을 해소하며, 개인적인
상품 정보에 민감한 고객에게 편리한 무인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

상품 정보를 제공한 디렉터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
열 상품의 가격 비교의 검색 시스템

특정 상품에 대한 판촉 이벤트를 제공하여, 고객 정
보를 확보하는 이벤트 행사용 기능을 제공

Informative 
Advertising

-상품을 만지면 광고가 나옵니다. -혁신적인 Untact 마케팅용 판매 시스템입니다.

-혁신적인 키오스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공 지능 기반의 혁신적인 판매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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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무인화 : 언택트 마케팅이 뜨는 이유 1

쇼핑할 때 점원이 말을 걸면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원 대신
첨단 IT 기술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까지 하는 이른바 '언택트' 기술이 속속 등장
하고 있습니다. [매장 매니저 : (고객에게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제
가 볼게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고객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
니다. [대학생 : (말 걸어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무엇을 찾는지 구구절절
얘기해야 될 거 같고, 좀 귀찮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 사람 간 접촉 없이
첨단 IT 기술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물건을 파는 이른바 '언택트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 출처 : SBS 뉴스 2017년 11월 12일자

매장의 무인화 : 언택트 마케팅이 뜨는 이유 2

최근 시장에 도입되고 있는 판매 매장의 무인화 추세로 쇼핑도우미 로봇 등 대면
접촉 없애는 “언택트 마케팅”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의 기술은 무엇보다 ‘연결성’을 강조하지만, 플랫폼으로 연결돼 막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타인과의 연결, 접촉을 중시하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이를 ‘피곤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커진 셈이다. “모든 것에 접촉
하고 이어가는 기술사회의 성취는 역설적으로 사람 간의 접촉을 끊는 언택트
기술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트렌드코리아 2018>)이다.

※ 출처 : 경향신문 2017년 12월 3일자

불편한 소통 대신 단절을 택하는 ‘나홀

로 쇼핑족’이 늘어나면서 유통업계에서

‘언택트(untact)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

다. 사진은 식품기업 아워홈의 푸드코트

브랜드 ‘푸드엠파이어’에 설치된 무인

주문결제 키오스크. / 아워홈 제공

이니스프리의 ‘혼자 볼게요’ 바구

니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

드를 반영한 대표적인 ‘침묵 마케

팅’으로 꼽힌다. / 이니스프리 제공

판매 매장의 트랜드 변화

시장 트랜드
Market Trend



Copyright © RNDPLUS  All rights reserved.

SMART SHOWCASE™는 무인 디지털 판매대를 지칭하는 브랜드로 현재 자신의 행

복을 가장 중시하고 간섭 받지 않는 소비를 원하는 21세기 YOLO(You Only Live 

Once)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사람 간 접촉 없이 첨단 IT 기술로 제품 정보

를 제공하면서 물건을 파는 이른바 '언택트 기술'을 도입한 무인점포의 확충으로 인

한 매장 관리인력의 효율화 및 보다 효과적인 판매촉진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스마트쇼케이스 소개
Focuse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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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쇼케이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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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쇼케이스 소개
Focuse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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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SHOWCASE™는 C 모델과 W 모델 기본 모델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과 제품들로 공급되어 집니다.

- SMART SHOWCASE™는 특정한 디자인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설계가
가능합니다. 

스마트쇼케이스 소개
Focuse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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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SHOWCASE를 SMART Sales Machine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강력한 컨텐츠 관리 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컨텐츠 저작 도구 지원

혁신적인 광고 컨텐츠 작성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무인 시스템에 적합한 편집도구로써, 간단한 교
육만으로도 손쉽게 광고 컨텐츠를 편집할 수 있
는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PlatformCX™ Community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시스템은 원격제어,  원격 컨텐츠 관
리, 손쉬운 컨텐츠 편집 툴 및 상품 관심도
등을 측정하는 해석서비스(Analytic Service)
를 지원

Microsoft Windows Azure
상에서 구축된 PlatformCX™ 

Community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원격 컨텐츠 관리 시스템과 다
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SMART SHOWCASE 
운영자가 손쉽게 무인 시스템을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컨텐츠 관리 시스템

Content-Region-Screen 편집기는 혁신
적인 편집도구로서 SMART SHOWCASE
운영의 핵심요소 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SMART SHOWCASE를 기
능 제어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스마트쇼케이스 소개
Focuse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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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TOUCH Solution
Vision/Voice Solution
Sensory Solution

Abrain Computer with 
PlatformCX™

 디지털 쇼케이스 디자인
(Digital Showcase Design)

 컨텐츠 관리 솔루션

 설명적 광고 저작 솔루션

 인공지는 기반의 고객 서비스 관리 시스템

머신 음성 합성(Machine Speech Synthesize)

타임라인 기반의 컨텐츠 노출
Software in Content(SiC)  기술/ 컨텐츠
속에 소프트웨어 삽입 기법 지원
시각화 애니메이션 효과 지원
오버레이 슬라이드쇼 – Informative 
Advertising을 위한 광고 기법 지원

 컴퓨팅 머신(Computing Machine)

 인지기술 솔루션(Cognitive Solutions)

혁신적인 Content-Region-Screen 디자인
소프트웨어

머신 음성 인식(Machine Speech Recognition)

분석 솔루션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제품개발로드맵
Technology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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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 소개
About RNDPLUS

회사연혁 Company History

2010 2011 2012 2013

· 멀티터치 핵심 기술 국제 특허 출원 (PCT)

· 3D 터치스크린 핵심 기술 국내 특허 출원

· Touch panel Korea, 중국 상하이/심천

터치 스크린 전시회 참가

· 정부 지원 과제 선정 (20억규모/2년)

· 경기도 수출유망기업 선정

· PCAP형 터치스크린 첫번째 개발 완료

· 다양한 OS에 HID 타입 적용/ 응용 오픈/ 

TUIO 국제 표준/ 정확한 멀티터치 기술 개발

· YTN / 연합뉴스 총선 프로젝트 참여

· 103" 터치스크린 드라마 [포세이돈] 협찬

· 2.5 "~ 152“ size 터치스크린 개발

· 유럽CE/미국FCC/국내 전자파 적합성

인증 획득

· RNDPLUS 법인 설립

· 벤처 기업 등록

· 기술연구소 설립

· ISO 9001 인증

· MBC 문화방송국 개표 방송 참여

· SKTA 건강프로젝트 R2
( 미국, Bluetooth/Zigbee-모바일 연동 기술 확보 )

· 2D/3D AIRTOUCH 핵심 기술 특허 출원

· MasterPT 솔루션 기반 플랫폼 국내 출시

· 美라스베가스 2016 Digital Signage Expo 참가

- AIRTOUCH 2D/3D, MasterPT Solution 공개

· 이노비즈 INNOBIZ 인증

2014201520162017

· 유럽 2017 ISE 전시회 참가

- Smart Showcase, PlatformCX Solution 공개

· SMART Showcase 신제품 런칭

· DIY형 2BAR형 멀티터치스크린 신제품 런칭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는 개인 기업으로 2003년 출범하여, 2010년 법인화를 통해 세계적인 SMART MACHINE 전문기업을 목표하여 SMART MACHNINE 시스템 및 , 터치스크린, 센서 기술 및

컴퓨팅 기반 플랫폼 소프트웨어등기술들을 다양한 SMART MACHINE 및 응용 제품들을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는 단순 제조기반에서 서비스 기반 기업

으로 성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고 있으며, SMART MACHINE 기반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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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 소개
About RNDPLUS

사업 분야 국내외 /특허 및 인증 보유현황

• 특허 보유 및 출원 현황

ISO9001 Certificate

CE/FCC Certificate

KCC Certificate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는 다수의 국내 및 해외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R&D를
통한 핵심 특허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핵심 기술인력을 보
유,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 및 고객 기술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고객가치를 실현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매 제품에 대한 필수 국내/외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품질 및
사후 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 인증

SMART Machine Business

- SMART Showcase

- TouchALL™ HUB

- TouchALL™ Wall

Software Solution Business

- Platform Software Solution

( PlatformCX™ Community )

- Application Software Solution

Touchscreen Business

- PulseIR™ 2D Multitouch Screen

- AIRTOUCH 2D Multiouch Screen

- AIRTOUCH 3D Mulitouch Screen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는 멀티 터치스크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및
차세대 핵심 사업인 SMART MACHINE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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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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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31. 914. 3662

문의메일 sales@rndplus.com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610호

팩 스 031. 914. 3665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

홈페이지 wwww.rndplus.com

주식회사 알엔디플러스 본사 영업부 전시장에는 고객들이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는 다양한 SMART SHOWCASE™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관은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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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동영상 설명 자료(국문) https://youtu.be/5D-1kaDHqGw

SMART SHOCASE에 대한 비디오 정보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5D-1kaDHqGw


Thank you
감사합니다

- Smart Machine Spe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