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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your dreams into reality!" 



플래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

어 세상에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누리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O2O(Online To Offline) 분야의 플랫폼 및 스마트미러(Smart 

Mirror), 디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 솔루션을 공급하

고 있으며 서비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컨텐츠 개발, 시스

템 제조, 운영에 이르는 토탈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플래누리는 한 발 앞선 새로운 아이디어와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고객이 상상하는 미래의 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Planuri make your dream ! 

플래누리 대표   신 원 준 



Planuri Business Item! 

(주)플래누리의 키오스크와 DID는 학교,  

의류매장, 성형외과나 화장품샵의 피부

관리솔루션 등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킨 

광고플랫폼용  또는 정보제공 및 기업의  

MSDS교육용으로도 제작 설치하고 있습

니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관제센터에서 통신망을 통

해 광고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광고매체를 말합니다. 디지털사이니지는 TV, 

인터넷,모바일에 이어 제 4의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MART 
MIRROR 

KIOSK  
& DID 

DIGITAL 
SIGNAGE 

PLATFORM 

스마트미러는 거울(Mirror)과  

디스플레이(Display)의 결합으로 

 탄생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입니다. 



SMART MIRROR 

스마트미러는 거울(Mirror)과 디스플레이(Display)의 결합으로 탄

생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입니다. 

(주)플래누리의 스마트미러(Smart Mirror)는 가정내 사물인터넷과 연

동하는 B2C용 스마트홈 스마트미러와 의류매장의 가상 피팅솔루션, 

성형외과나 화장품샵의 피부관리솔루션, 미용실의 모발관리솔루션 

등의 B2B용 스마트미러, 사람들이 많이 모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광고 디스플레이장치 역할을 하지만 비상재난발생시에

는 센서를 통해 재난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능을 제

공하는 비상재난용 스마트미러를 공급합니다. 



SMART 
MIRROR 

 Smart Mirror Service 기획 및 설계, 제작 

 Smart Mirror Service UI/UX 개발 

 Smart Mirror Management Program 개발 

 근거리 Network 기술 개발 

 Smart Mirror에 표출되는 뉴스, 날씨, 증권 등 각종 Contents 개발 

 Contents 보유사와의 제휴개발 및 고객사 자체보유 Contents와의 DB 

연동 기술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Smart Mirror  구축 및 신규 BM개발 컨설팅 

 고객요구 분석 및 기획/설계 및 구축관리 

 운영대행 

SMART MIRROR 



MWC 2015 바로셀로나 행사장  

2016년 10월  계룡대, 다각형 스마트미러 

2016년 10월  한국전력 전시관 

2016년 10월  영화, 아가씨 제작발표회 

2016년 11월  남양주 까페, 바라보다 

 

SMART MIRROR 



KIOSK & DID 

그래픽. 통신카드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음성서비스, 

동영상 구현 등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종합정

보안내시스템이며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목

적이 있습니다. 

(주)플래누리의 키오스크와 DID는 학교, 의류매장, 성형외과나 화장

품샵의 피부관리솔루션 등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킨 광고플랫폼용  또

는 정보제공 및 기업의 MSDS교육용으로도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KIOSK & 
DID 

 Kiosk Service 기획 및 설계, 제작 

 Kiosk Service UI/UX 개발 

 Kiosk Management Program 개발 

 DID 기술 개발 

 Kiosk에 표출되는 각종 Contents 개발 

 Contents 보유사와의 제휴개발 및 고객사 자체보유 Contents와의 DB 

연동 기술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Kiosk System 구축 및 신규 BM개발 컨설팅 

 고객요구 분석 및 기획/설계 및 구축관리 

 운영대행 

KIOSK & DID 



2016년 01월  대림대학교 Job Station 

2016년 5월  송도센토피아 모델하우스 

2016년 10월  삼성회원권 한양CC 

2016년 11월  코엑스 이러닝전시관 

 

KIOSK & DID 



DIGITAL SIGNAGE 

(주)플래누리의 스마트미러(Smart Mirror)를 활용하여 광고사업의 핵심인 주목율을 극대화시킨 최적의 디

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를 공급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관제센터에서 통신

망을 통해 광고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광고매체를 말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TV, 인터넷,모바일에 이어 제 4의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

습니다. 

(주) 플래누리는 도시철도 5678호선의 '행복한쿠폰서비스(행쿠)'의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사이니지 사업의 하드웨어 공급은 물론 서비

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컨텐츠 개발, 운영에 이르는 토탈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DIGITAL 
SIGNAGE 

 Digital Signage Service 기획 및 설계, 제작 

 Digital Signage Service UI/UX 개발 

 Digital Signage Management Program 개발 

 근거리 Network 기술 개발 

 Digital Signage에 표출되는 뉴스, 날씨, 증권 등 각종 Contents 개발 

 Contents 보유사와의 제휴개발 및 고객사 자체보유 Contents와의 DB 

연동 기술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Digital Signage 구축 및 신규 BM개발 컨설팅 

 고객요구 분석 및 기획/설계 및 구축관리 

 운영대행 

DIGITAL SIGNAGE 



사업실적 : 행복한쿠폰서비스 “행쿠”  

5678서울도시철도 공사의 메인 69개역사  총 335대 매체운영 (쿠폰키오스크 : 200대 / 조명패널 : 135대) 

DIGITAL SIGNAGE 



오프라인 쿠폰서비스 온라인쿠폰서비스 모바일쿠폰서비스 

구축경험 : 행복한쿠폰서비스 “행쿠”  

“국내 유일의 오프라인/온라인/모바일쿠폰서비스를 하나로 결합시킨 쿠폰서비스” 

DIGITAL SIGNAGE 



PLATFORM 

(주)플래누리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및 O2O(Online To Offline) 분야의 플랫폼을 공급합

니다. 



(주)플래누리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및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을 공급합니다.  

데이터수집, 분석, 콘텐츠등록  데이터표출, 큐레이션 

DATA 

Beacon 
WiFi 

표출 

큐레이션 

삼성제품, 공공정보 

PLATFORM 



(주)플래누리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및 

O2O(Online To Offline) 분야의 플랫폼을 공급합니다. 

 

날씨정보, 실내공기상태, 게시판형태의 대화, 3D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컨텐츠가 스마트미러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플래누리의 스마트미러는 

대기업 전시장 시연 및 다양한 컨텐츠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정, 호텔 등에 활용가능한 스마트 홈 시스템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IDEA 
새로움이 아니라 필요한곳에 사용하는것. 

플래누리의 생각은 

고객님의 생각과 함께 작은 전등하나를 

더 켜는 것입니다. 

 

새로운것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것으로 더욱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어디에 광고를 할 것인가? 

광고를 하는 공간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잘못된 디스플레이는 

광고의 효과를 

저하 시키기도 한다! 

 

광고는 최적의 

환경에서 

가장 좋은 

광고가 

나온다. 

Planuri make your dream ! 



무의미한 공간은 없다! 

비어 보이는 공간이라고 

광고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꼭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좋은 광고를 만들어  

냅니다. 

 

플래누리는 광고 디스플레이를 

위한 공간  

그곳을 활용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달성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효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으로 기여하겠습니다. 

 

플래누리의 노하우는 

다양한 고객사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보다 나은 하드웨어로 

보다 스마트한 기능으로 

최고의 디스플레이 제작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플래누리는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O2O(Online To Offline) 분야의  

플랫폼(Platform) 및  

스마트미러(Smart Mirror),  

디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성수IT종합센터 307호                      +82-2-3454-0466 

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