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의
스마트 회의실
구축 프로젝트

Smart Machine Specialist

DIY 자가설치형 멀티터치스크린



Key Question : 

TouchALL™EasyBoard 제품은 저렴한 투자로 스마트한

4차 산업 혁명에 걸맞은 디지털 컨퍼런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셀프설치형(DIY) 멀티터치스크린 제품입니다.

어떻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 회의실을 구축할 수 있나요?

㈜알엔디플러스는 가격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

운 사용자 경험(UX)을 사용자가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해주는 대화면 멀티터치스크린의 대중화를 선도합니다.



Copyright © RNDPLUS  All rights reserved.

기존 설비, 가지고 계신 빔 프로젝터, 컴퓨터를 활용하세요

- 단순한 판서기능의 일반 전자칠판용 제품
과는 차원이 다른 다기능 소프트웨어 플랫폼
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TouchALL™ EasyBoard는 손쉽게 고객이 직접 원하시는 벽면(스크린용)

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가의 투자비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제

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화면 DIY 형식의 대형 멀티터치스크린을 제공해

드립니다.

TouchALL™ EasyBoard가 해답을 드립니다

PlatformCX™ Community 플랫폼을
활용해 보세요.    

- 사무실에 방치하고 있었던 빔 프로젝터를 활용해 보세요. 

- 보유하고 계신 설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만족감을 드립니다.

LCD형태의 기존 수백만원대 전자칠판을 사용하시기에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막상 고가의 전자칠판을 구입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까 봐 구매를 주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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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ALL™ EasyBoard는 최소한의 투자비용으로 대화면 멀티터치스크린과 다기능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며 일반 회의실 공간을 디지털

컨퍼런스 룸 시스템으로 구축해 드립니다.

프로젝터만 설치된 기존 20인 이하의 회의실을 최신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꾸어 보세여

-이제까지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접해보지 못했었던 대화면 멀티터치스크린에 대한 경험을

저렴한 투자를 통한 스마트한 디지털 컨퍼런스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단초점 빔 프로젝터가 설치된 강의실을 강력한 인터렉티브 회의 공간으로 바꾸어 보세요.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면 멀티터치를 통한 최첨단 4차 산업 기반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세요.

프로젝터가 구성된 구식 대회의실을 디지털 교육 장소로 탈바꿈해 보세요.

- 청중들의 관심과 집중을 높여주는 혁신적인 디지털 컨텐츠 프레젠테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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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경제성

사용자가 가지고 계신 빔 프로젝터, 모니터를 데스크톱, 노트북

등을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스마트 전자 회의 및 교육 장소를

만들어 드립니다.

뛰어난 이동성

2BAR 형태의 멀티 터치스크린과 PlatformCX™ Community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노트북만 준비해서, 국내/외 출장 시 간

편하게 운반하여 현지의 빔 프로젝터/모니터 등을 이용, 스마

트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설치

가벼운 2BAR 형태의 멀티 터치스크린을 탈/부착이 가능한

벨크로타입 양면테이프 부속품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스크린

벽면에 누구나 손 쉽게 탈/부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 델 지원 화면 크기 내 용

TA2B0140 /EB-SPM
55인치

(1,209 x 680 mm)

최대화면 55인치 터치스크린 화면을 제공하는 멀티 터치스크린 모델

소형 프로젝터 기반으로 이동형 및 가정용에 적합

TA2B0175/EB-SPR
70인치

(1,549 x 871 mm)

최대화면 70인치 터치스크린 화면을 제공하는 멀티 터치스크린 모델

20인 이하 규모의 중/소규모의 기업회의실 및 강당에 적합

TAB0245/EB-SPL
95인치

(2,096 x 1180 mm)

최대화면 95인치 터치스크린 화면을 제공하는 멀티 터치스크린 모델

대형 기업회의실 및 강당에 적합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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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 패키지
: 종이지관에 제품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2 PlatformCX™ Community 플랫폼 소프트웨어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3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빔 프로젝터
: 제품 판매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포장패키지에 들어 있는 멀티터치 제품
: 2Bar형태의 제품으로 스크린 벽면의 상단에
부착합니다.

5

6 포장패키지에 들어 있는 연결케이블 제품
: 2Bar 멀티터치 제품을 전기적인 신호로 연결하
는 HDMI 케이블
(필요시 HDMI 케이블은 일반 시중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7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PC/노트북
: 제품 판매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장패키지에 들어 있는 멀티터치 제품
: 2Bar형태의 제품으로 스크린 벽면의 하단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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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resentation Machine은

인공지능 서비스 중 음성 변화 기

술과 혁신적인 프레젠테이션 기술

을 활용한 무인 프레젠테이션을 가

능하게 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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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Board기존 칠판의 가치를 가상의
대화면을 가능하게 하여, 물리적인 작
은 판서화면을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
로 판서가 가능한 거대한 칠판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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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능을 활용한 컨텐츠 경험 증강을
위한 멀티 유저 (Multi-user)용 프
레젠테이션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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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문서 프레젠테이션-기본 문서

파일을 읽어 들여 문서 프레젠테이션

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

다

SMART Presentation Machine 핵심 어플리
케이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제
공하는 Digital Presentation 서비스 앱(app)
들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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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프레젠테이션
(Digital Presentation Solution)

Alive Presentation용 서비스 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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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서비스
(CLOUD Service)

PlatformCX™ Community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가치는 앱 스토어와 앱에서 생성된 컨
텐츠들의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컨텐츠 스
토어가 동시에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완전한 플랫폼 가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지원함으로써, 
플랫폼의 운영을 더욱 강력하고 확대가능
하게 만들어 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
트들을 통해 소프트웨어들을 성능을 유지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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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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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STORE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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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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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SUPPORT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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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 STORE

앱 스토어

CONTENTS STORE

컨텐츠 스토어

02

CLOUD SERVICE

클라우드 서비스

mailto:platformcx@rndplus.com
mailto:support@rnd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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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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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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ART PRESENTATION MACHINE에 대한 비디오 정보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머신 홍보 영상(국문)

: https://youtu.be/z-ceLR3ep5o

> 소프트웨어 PlatformCX COMMUNITY 활용 동영상
: https://youtu.be/HDOuAx2a5_8?list=UU2Q7dmOCY6Mw_m-A98t34TQ

> 이지보드 설치 가이드 영상
: https://youtu.be/MTg8f19Y-EQ?list=UU2Q7dmOCY6Mw_m-A98t34TQ

https://youtu.be/z-ceLR3ep5o
https://youtu.be/HDOuAx2a5_8?list=UU2Q7dmOCY6Mw_m-A98t34TQ
https://youtu.be/MTg8f19Y-EQ?list=UU2Q7dmOCY6Mw_m-A98t34TQ


Thank you
감사합니다

- Smart Machine Spe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