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너와 함께

간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비스킷처럼

Anywhere be with U

어디서나 너와 함께
Anywhere be with U

radio biscuit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선 통신 솔루션 시장의 니즈를 이해하고 사업화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무선 통신 전문가와 국내 최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직접 개발한 1세대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능력이 뛰어난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전문가가 모인
라디오비스킷은 무선 통신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IoT 프로토콜
핵심기술을 보유한 R&D기반 스타트업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스킷처럼 누구라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IoT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는

입니다.

라디오비스킷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편리함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라디오비스킷
radiobiscuits
radiobiscuits_official
www.radiobiscuits.com

www.radiobiscuits.com
031.994.0912 / biscuit@radiobiscuits.com
젊고 열정 넘치는 라디오비스킷의 제품/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세요.

biscuit@radiobiscuits.com

+82 31 994 0912

저희는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통신비 없는
스마트 IoT 솔루션, 아이비스킷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비스킷

아이비스킷 그룹

크래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통신비 없이 사용가능한
우리 아이 안심 스마트 IoT 솔루션

즐겁고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한
단체 인솔 스마트 IoT 솔루션

나,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무대를 찢어버리는
색다른 응원/공연 IoT 솔루션

나도, 아이도 안심.
모두가 안심하는 아이비스킷

머릿 수만 세다가 끝나는
인솔은 이제 그만!

팬클럽 응원, 버스킹, 소규모 공연, 댄스커버
우리 무대는 내가 만든다.

디즈니랜드에서 신나게 놀던 아이가 눈 앞에서 사라졌다.

‘어디보자... 다들 있나? 하나, 둘, 셋, 넷...’

최애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고픈 그 예쁜 마음을 모아,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이 순식간에 지옥이 되어버렸다.

야외활동 프로그램이 눈으로 들어가는지,

관객들에게 좀 더 특별한 경험을 주고픈 그 멋진 마음을 모아,

‘내 주변에서 멀리 떨어지면 알 수 있으면 좋을텐데..

코로 들어는지 모를 정도로 머릿 수만 세다가 끝나나요?

남들과는 다른 커버댄스 영상을 찍고픈 그 남다른 마음을 모아,

아이가 사라지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솔 인원을 아이비스킷 그룹이 대신 세어 드립니다.

우리 팀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 특별한 마음을 모아

걱정은 덜고 추억은 담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인솔자님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에만 신경쓰세요.

당신의 열정을 크래커로 표현하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는 작은 습관
아이비스킷

알찬 야외활동을 위한 최고의 선택
아이비스킷 그룹

스마트폰 하나로
디제잉하듯 우리 무대를 특별하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사용가능

인솔 인원 최대 30명까지 연결가능

별도의 통신비와 기지국이 필요없이

인솔자 반경 10m를 카운팅존으로 설정
*카운팅존은 사용 환경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양방향 통신가능

인솔 인원이 카운팅존을 벗어나면 알림

아이가 안심존을 벗어나면 알림
*안심존은 사용 환경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 5명까지 연결가능

x1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스포츠 클럽, 아동시설 등의

x1

x5

단체 인솔이 필요한 곳에 안성맞춤!

x30

제어범위(300m) 안에서라면 10대든, 1,000대든
LED와 진동 제어가능
*제어범위는 사용 환경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응원/공연도 4D시대!
시각은 물론 촉각도 사로잡는 색다른 방법
안테나, 신호증폭기 등의 비싼 장비 필요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
주변 음악을 감지해 스스로 동작하는
SMART 모드 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