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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TouchALL™ EasyBoard 제품은 DIY(Do It Yourself)자가 설치 제품을 위한 설치 가이드 문서입니다. 

해당 관련 제품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지원 화면 크기 설명 

TA2B0140 /EB-SPM 55인치 

(1,209 x 680 mm) 

최대화면 55인치 터치스크린 화면을 제공하는 멀

티 터치스크린 모델 

소형 프로젝터 기반으로 이동형 및 가정용에 적

합 

TA2B0175/EB-SPR 70인치 

(1,549 x 871 mm) 

최대화면 70인치 터치스크린 화면을 제공하는 멀

티 터치스크린 모델 

20인 이하 규모의 기업회의실 및 강당에 적합 

TAB0245/EB-SPL 95인치 

(2,096 x 1180 mm) 

최대화면 95인치 터치스크린 화면을 제공하는 멀

티 터치스크린 모델 

대규모 기업회의실 및 강당에 적합 

 

지원 소프트웨어는 ㈜알엔디플러스사의 웹사이트(http://www.rndplus.com/download)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치 가이드의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으며, 내용과 구성품은 성능개선을 위해 사용자에게 통보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

습니다. 

 

사용전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본제폼은 실내용 제품으로 실외에서의 사용시 별도의 하우징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직사광선, 열이 나는 곳에서 사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임의로 분리, 분해하시면 안됩니다. (임의 제품 분리, 분해시 A/S불가) 

-낙하, 충격에 의해서 제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PC의 USB 포트만 이용하세요. (고전력 USB 이용시 제품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과 습기를 주의하세요(제품을 닦을 때에는 물로 닦지 마시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중 HDMI 케이블 분리 금지. (사용중 HDMI 케이블의 임의 분리시 제품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http://www.rndplus.com/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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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TouchALL™ Easyboard는 익숙한 프로젝터 디스플레이에 설치가능한 자가 설치용 대화면 멀티터치 스크린을 

지칭합니다.  

 

 

그림 1. 간략한 TouchALL™ EasyBoard 설치 및 구성 도 

Easyboard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고객이 직접 설치하여, 대화면 멀티터치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

니다.  

항목 설명 

1 포장 패키지 – 종이관에 제품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2 PlatformCX™ Community 플랫폼 소프트웨어 

3 고객이 소유한 프로젝터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멀티터치 제품의 부품 중 2Bar의 상단에 부착할 터치 바 

5 멀티터치 제품의 부품 중 2Bar의 하단에 부착할 터치 바 

6 멀티터치 제품의 부품 중 2Bar의 전기적인 신호를 연결하는 HDMI 케이블 

(HDMI 케이블은 일반적인 상가 매장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표 1. TouchALL™ EasyBoard의 구성품 설명 

Easyboard는 표 1의 구성품을 고객이 직접 설치하여, 익숙한 대화면 전자 칠판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디지

털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디지털 회의 및 강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주는 멀티터치 스크린 솔루션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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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멀티 터치 스크린 설치 방법 

 

TouchALL™ Easyboard는 자가 설치형 멀티터치 스크린으로 고객이 직접 설치하는 터치스크린임으로, 설치방

법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아래 설치 가이드에 따라 TouchALL™ Easyboard를 설치하십시요. 또한 설치 동영

상은 유튜브 사이트(https://youtu.be/MTg8f19Y-EQ)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 준비하기 

 

먼저, 구입하신 제품의 포장용 지관에 포함된 설치용 구성품을 확인합니다. 

 

그림과 같이 포장용 지관에 포함된 설치용 구성품입니다. 각 구성물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품 수량 설명 

제품 본체 1세트 2bar형 멀티 터치스크린 본체 

HDMI 케이블 1개 2bar형 멀티 터치스크린 본체의 전기적인 신호를 연결하

는 범용 HDMI 케이블 – 일반 HDMI 케이블 사용가능 

Mini HDMI 젠더 1개 일반 HDMI 케이블과 2bar형 멀티 터치스크린 본체의 

Mini HDMI 커넥터 연결용 

USB 2.0 리피터 1개 터치스크린의 USB를 10m정도 길게 확장하기 위한 USB 

확장 리피터/ PC와 터치스크린 사이가 멀리 떨어진 경우 

사용  

3M 탈부착 테이프 1봉 3M 코멘드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중)은 2bar형 멀티 터치

스크린 본체의 벽면에 고정하기 위해 테이프/ 고객이 기

타 테이프를 활용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부착할 수 있음. 

미니 수평 계 1개 2bar형 멀티 터치스크린 본체나 프로젝터의 화면의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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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기 위함. 

케이블 홀더 4개 HDMI 케이블을 벽면에 고정하기 위한 케이블 홀더 

사용설명서 1개 본 제품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 매뉴얼 및 라이센스 키를 

포함 

PlatformCX™ Community 플랫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키 

1개 사용설명서에 포함된 라이센스 키로 다운로드 사이트

(http://www.rndplus.com/download)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

한 PlatformCX™ Community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키/ 

하나의 PC에 하나의 라이센스가 할당됨. 보관에 유의해야

함. 

 

2) 프로젝터 화면 설정하기 

고객이 소유한 프로젝터를 그림과 같이 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터 화면을 구입하신 제품의 모델을 확인하신 

후, 아래 표와 같이 프로젝터의 화면의 크기를 교정합니다. TouchALL™ Easyboard의 화면 비율은 16:9를 기준

으로 최적화 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의 최대 화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터의 화면설정을 

16:9로 변경하시거나, 고객이 소유한 PC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16:9로 설정됩니다. 

 

 

모델 W H S 비고 

TA2B0140 /EB-SPM 1,209  680  141 mm 

TA2B0175/EB-SPR 1,549 871  147 mm 

TAB0245/EB-SPL 2,096 1180  225 mm 

 

여기서, S는 멀티터치 스크린의 새도우영역(Shadow Region)으로 멀티터치 스크린의 Y축이 제거함으로 생기

http://www.rndplus.com/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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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유분 영역입니다. 영역 조정방법은 고객이 소유하시고 계신 프로젝터의 매뉴얼을 확하시면 됩니다.  

 

3) 화면에 2Bar 붙이기 

 

프로젝터의 화면 조정이 완료되면, 다음 그림들을 참고하시여 아래 순서대로 벽면에 설치를 진행합니다. 

 

 

 

 

1. 수평계를 프로젝터의 화면의 하단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화면의 기울어짐을 확하고 수평을 맞춥니다. 

2. 벽면 스크린에 투사된 화면을 수평을 맞춘 후, EasyBoard 제품을 부착할 벽 표면의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제거 합니다. 

3. 동봉된 벨크로 테이프를 2개씩 한세트로 결합하여 EasyBoard 제품에 부착할 개수만큼 준비합니다. 

4. 준비한 벨크로 테이프를 2개씩 한 세트로 결합하여 EasyBoard 제품 상하단부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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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asyBoard 제품 하단부(USB 케이블이 있는 제품 본체)의 벨크로 테이프의 코팅지를 제거하여 프로젝터 

화면 하단부에 중심을 맞추어 부착합니다. 

6. EasyBoard 제품 상단부와 4번에서 부착 완료한 하단부의 양쪽 모서리가 일치하도록 겹쳐서 프로젝터 화

면의 좌우 끝부분을 상단부에 포스트잇, 테이프등을 간단히 표시합니다. 

7. EasyBoard 제품 상단부의 벨크로 테이프의 코팅지를 제거하여, 6번에서 완료한 표시에 맞추어 프로젝터 

화면 상단에 부착한 후 표시에 사용한 포스트일 등을 제거합니다. 

8. 동봉된 HDMI 케이블 양쪽 모두 Mini HDMI 젠더를 연결하여 준비합니다. 

9. 준비된 HDMI 케이블을 제품의 상하단부를 연결합니다. 

10. PC에 EasyBoard제품의 USB 케이블 연결하여 동작 유무를 확인합니다. 

 

4) 좌표 보정하기 

 

멀티터치 스크린의 좌표 보정은 화면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최초 설치시 1회 실시하면, 두가지 방법으로 진

행됩니다. 

가. Windows 캘리브레이션 방법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좌표보정 방법입니다. 

A. 터치스크린의 USB을 사용할 PC에 연결합니다. 

B. PC에서 <시작메뉴><Windows 시스템 - Windows 10 운영체제의 경우> <제어판>으로 이동

하여 <태블릿 PC설정> 메뉴를 실행합니다. 

C. 태블릿 PC 설정 중 중간 부분의 디스플레이 옵션의 [보정 버튼]을 실행합니다. 

보정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래대로] 버튼을 클릭하여, 초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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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화면에 “+”로 표시 된 부분을 순서대로 이지보드 터치스크린을 터치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시작

합니다. 

 

E. 캘리브레이션의 진행이 완료되면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보정 데이터를 저장하여 캘리브레이션

을 종료합니다. 

 

 

 

나. 간편 캘리브레이션 방법 

㈜알엔디플러스사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좌표 표정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A. 터치스크린의 USB을 사용할 PC에 연결합니다. 

B.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주소창에 http://www.rndplus.com/download를 입력하여 알엔디

플러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 Calibration Controller 도구 다운로드 웹사이트 링크를 선택하여 CalibrationController를 다운

로드합니다. 

D. Calibration Controller을 다운로드를 받은 폴더로 이동하여 압축을 해제합니다. 

http://www.rndplus.com/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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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압축을 해제한 폴더에서 CalibrationController.exe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F.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1~3번 순으로 이지보드 터치스크린을 터치하여 진행합니다. 

 

3 번까지 터치가 완료 되면 화면 하단의 OK 버튼을 실행하여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5) 사용준비하기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면, 위도우의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실행하여 간단하게 동작이 정상적인지를 확

인합니다.  

 

그림과같이 화면의 손가락으로 터치 및 손끌기하여 정상적으로 선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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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플랫폼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1. ㈜알엔디플러스의 홈페이지(http://www.rndplus.com/download)로 접속하여, PlatformCX™ Community 플랫

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2. 다운로드 받은 PlatformCX.Setup.exe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3. 설치프로그램을 시작한후, 설치 화면에서 [시작] 버튼을 실행합니다. 

 

 

 사용자 계약 동의 부분을 체크한 후 [계속] 버튼을 실행>설치할 경로를 설정한 후 [설치] 버튼을 실행>의 

순서로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나타나는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실행하여 PlatformCX™ 

Community를 실행합니다. 

 

http://www.rnd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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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 소프트웨어에 라이센스 키를 등록하기 위해서 실행된 메인 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설정 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라이센스 관리] 탭을 선택합니다. 

 

 

6.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고 등록 [등록] 메뉴를 실행하여 라이선스를 등록합니다. 

 

라이센스 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가 인테넷에 연결되어 있어야하고, 한 컴퓨터에 하나의 

라이센스키만 허용합니다. 다른 컴퓨터에 라이센스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컴퓨터의 라이센스 키가 비활성화 됩니다. 기타 PlatformCX™ Community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다

양한 사용자 매뉴얼은 ㈜알엔디플러스의 홈페이지(http://www.rndplus.com/download)로 통해서 다운로드 받

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rnd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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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2B0140/EB-SPM 모델 도면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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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2B0175/EB-SPR 모델 도면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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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2B0245/EB-SPL 모델 도면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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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에 대한 영상 자료는 ㈜알엔디플러스 공식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지보드 설치 가이드 영상 - https://youtu.be/MTg8f19Y-EQ 

TouchALL EasyBoard 설명서 -https://youtu.be/BHcWylL_2jc 

PlatformCX Community 응용 동영상 모음 - https://youtu.be/HDOuAx2a5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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