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erless 태블릿 모니터 제안서
15.6inch [ATAB-15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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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기기 개요

1. 제안기기 모델 및 유형
고객창구용 태블릿 모니터로써 Paperless 업무에 필요한 전자서식의 작성을 기본으로 고객과 텔러간의 전자 의사 소통을
지원하는 기기로 각종 기기들과 함께 전자창구를 구성합니다.
태블릿 모니터는 기본 스탠드형 과 환경에 따라 거치암에 설치 하여 운영합니다.

제안기기 모델

•

모델명 : ATAB-156D

•

형태 : 15.6inch (16:9)거치 형

•

색상 : Dark gray

•

입력 : Finger(P-Cap) & PEN 입력(전자기 유도방식)을 지원하는 멀티 터치
입력 방식 채용

•

화면 보기 : 무 반사 강화유리 채택으로 높은 가독성과 보안필름 적용으로 개
인정보 보안 강화

•

펜 : 무선 / 무건 전지 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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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기기 모델 및 유형

제안기기 유형

•

적용 용도 : 고객 부 전자서식 작성용 전자유도방식 Pen & 터치 모니터

•

구

성 : 고객의 업무 중 전자서식에 필기 입력 할 수 있는 터치
모니터로써 Paperless창구에 설치 운영

•

금융 업무 시 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필름 채용 (좌우 15˚)

•

무반사 글래스 채택으로 객장의 조명에 구애 받지 않는 화면 제공

•

사용자 필기 상황에 따라 (0˚~90˚) 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받침대

•

설치 유형 : 기본 스탠드 형으로 설치 사용하고 필요 시 거치암에

부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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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기기 특징
특징

A. Digitizer
자사 Tablet Module 적용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술
1) 마우스와 펜기능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2) 고객의 솔루션과 연동할 수 있도록 API 제공.

3) Sign 영역지정 (*.dll 파일 제공 )

B. AD Board
1) Slim Design 설계

2) HDMI Connector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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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lock Diagram
고객용 테블릿 모니터는 서식 작성에 용이하도록 15.6인치 16:9 세로 사용을 기본형태로 구성되어, Full HD(1920*1080) 고해상도를 지원하며 거치대와 본체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미려하고 슬림한 창구 환경을 제공 합니다.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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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용도 및 구축 후 기대효과
고객용 태블릿 모니터는 Paperless 시스템과 함께 도입되는 기기로써 전자서식을 위한 장치로써 최신 사용자 편리를 위한 무선/무 건전지 펜과 손터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터치 적용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으며 슬림하고 미려한 디자인은 창구 인테리어효과도 발생합니다.

기대 효과

내부 효과

디지털
뉴미디어

·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계원들의 업무 효율성 극대화

뉴미디어 선도기업

· 영업점 내 접점 영업강화로 상품매출 증대

· 대기시간 최소화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환경 제공
· 세련된 이미지 구축으로 업무 효율 극대화

· 기업이미지 상승

외부 효과

· 체계적인 솔루션 제공으로 주관사의 위상과 대외 매출 증대
· 신개념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으로 브랜드 이미지 상승

· 신개념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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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기기 세부 사양
제품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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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기기 세부 사양
제품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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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기기 세부 사양
제품 세부 사양
Model: ATAB-156D [제조사 : ㈜아하정보통신]
구분

Display

Panel

LED 15.6'‘ 16:9

Resolution

1920 × 1080 (Vertical)

Pixel

세부 사양

Active Area

344*193mm(±2mm）

Multi Touch

Upto10Touch

0.179(H) x 0.179(W) mm

Interface

USB

Luminace, White

300 cd/m2

Stand Angle

(15°~90°)

Contrast Ratio

1000:1

Dimension (W x H x D)

242mm x 376mm x 35mm

Weight

1.6kg

Input

HDMI x1, USB *1(Sensor )

Response Time

EMR
Sensor &
Pen

구분

세부 사양
Capacitive
Sensor

Product
Specificatio
n

Pen type

Cordless/No battery

Resolution

5080LPI

Power

12V 3A

Active Area

344.15*193.6 mm

PEN

x1

Pressure Resolution

8192 Level

Power Supply

100-240VAC,50/60Hz,12VDC 3A)

Position Report Rate

220 pps 이상

Power Cable

1.5m x1

Coordinate Accuracy

Center±0.41mm/Edge±1mm

HDMI Cable

1.5m x1

Detectable Height

5-12mm

USB

USB(1.5m) X 1

Detectable PenTilt

50°

CD

X1

Interface

USB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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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기기의 특장점
성능향상(Upgrade) 검토 지원

편의성

작동의 편의성
• 터치 펜 과 손가락 사용으로 편리
• 선명한 화면 제공
• 특수 팬 심의 적용으로 부드러운
필기 감 구현

안정성

제품의 안정성
• 다양한 모델로 안정성 제공
• 철저한 품질 관리

활용성

경쟁력

공간의 활용성
• 설치공간을 배려한 손쉬운 스탠드
접이 형 및 거치 암 부착형

• 신모델 지속 개발 능력

• 전자서식 작성 외 상담 등의 활용

• H/W와 S/W R&D 능력

• 터치모니터 기능 활용으로

• 세계일류상품인증서(2009년)

추가업무 구현

기술 경쟁력
• 타사 제품대비 기술우위 설계
• 태블릿 모니터의 다양한 모델 보유
• 추가모델 발생시 최소 시간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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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향상(Upgrade) 지원 정책 및 운용 방안
성능향상(Upgrade) 검토 지원
기능의 정확성
▪ 무반사 강화유리 채택으로 외부

성능향상

기대효과

빛과 상관없는 가독성 증대
▪ 전자서명의 서명 터치기능의 터
치오차를 최소화
▪ 사용자의 편한 시각을 위한 선명
한 화면의 구성

사용의 편리성
▪ 전자서명의 필기감을 체감할 수

• Upgrade 부품의 설계 기술로 제품 안정성 향상

있는 구성 실현(특수 펜심)
▪ 밝기 조절 버튼으로 화면 밝기 조

• 터치PEN을 활용한 전자서명의 정확성 실현

절의 편리성 제공

• 사용자 환경에 적합한 기술 구현

디자인

• 안정성을 고려한 외관

•

자동 On/Off 장치 적용 시 기능
대응 및 절전실현

▪ 은행 창구의 고급 인테리어 와 기기
간의 조화를 위한 미려한 디자인
▪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

▪ 견고한 설계로 안정성 최우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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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적인 출하 운영 방안
고객용 테블릿 모니터의 제작은 기능테스트, 외관테스트의 통과 시 PACKING이 이뤄지며, 생산 시
발생하는 불량에 대응하여 출하 전 예방함으로써 설치된 현장에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단계별 방안

01(기능테스트)

02(외관)

03(불량원인파악)

▪ 터치 동차 상태 확인

▪ 외관 상태 확인

▪ 불량 자재 원인 분석

▪ 디스플레이 확인

▪ 유선 PEN 상태 확인

▪ 처리내역과 불량 원인 관리

▪ 조립 상태 확인

▪ 불량 자재 심각도 유형별 분리

▪ 포장 완료 후 출하대기

▪ 기구 별 장애 시 점검 포인트

▪ 충격 테스트 확인

보고서 작성 후 CS 팀 이관

테스트 종류
화면 테스트
디스플레이 확인
충격 테스트 확인

터치 테스트

외관 테스트

터치 동작 상태 확인

외관 상태 확인
PEN 상태 확인
조립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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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신기술 적용 시 지원 방안
고객용 테블릿 모니터의 향후 신기술 발생 시 Safety, Design, easy의 항목으로 제품의 접합성을 검토합니다.

신 기술 적용시 지원방안

맞춤형 디자인

Easy

맞춤형 설계

차별화, 친화적,
편의성,
용의성,
보안성
실용성

•

최첨단 사이버틱한 디자인

Design

•

도시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차별화, 친화적,
보안성

•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

•

보안성이 고려된 디자인 화면의 구성

신기술 적용

Safety
안정성, 내구성,
공간 활용성

안전한 제품

•

사용이 쉬운 설계

•

안전하고 안정적인 제품

•

사용이 편리한 설계

•

내구성이 좋은 제품

•

장애우를 배려한 설계

•

공간과 조화된 편안한 제품

•

유지보수가 용이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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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적인 제품 개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새로운 디자인 개발로 은행 Paperless 사업에 최적화 제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품질 향상 계획

Design

Quality

Safety

은행 고객창구에 최적화된
슬림한 디자인 설계로 고객과
텔러간 대면 소통이 원활한 창구
공간 확보

자타공인 자사 최고 기술의 고품질
EMR 및 고품질 무선 무건 전지 펜을
채택하여 완벽한 전자 문서를 생산

견고하고 조작이 쉬운 기구 설계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으며
안전적으로 서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Ⅳ. 업무상 요구사항

1. 전자서식용 프로그램 호환 기술 지원 방안
제안사는 고객용 테블릿 모니터에 전자서식용 프로그램을 설치 시 필요한 H/W 드라이버 및 API를 지원하며 해당 분야 전문 엔지니어가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자서식용 프로그램 호환 방안

•
•

•

초기 설치 드라이버 제공
장비 운영 방법 교육 지원

•

장비 셋팅
지원

안정성
호환성
효율성

전자서식용
프로그램
설치지원

전자 서식용 프로그램 컨트롤 좌표와 H/W 좌표
맵핑을 위한 API 제공
펜 설정 및 2점 이상 멀티터치를 위한 제스쳐 기능
활용 방법 지원

전문가 지원
•
•

•

API 기술 셋팅 지원
오류 및 디버그 등 프로그램 설치 시 기술지원
설치 방법 및 작동 방법 교육 지원

Ⅴ. 인증서

1. 제품적합 인증서

Ⅴ. 인증서

2. 세계일류상품인증서

Ⅴ. 인증서

3. NEP 인증서

Ⅴ. 특허

4. 제품관련 특허 보유현황
특허 상세내용
구분

상태

등록번호

등록일

특허명칭

특허

등록

10-1262441

2013.05.02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스크린을 제조하는 방법

특허

등록

10-1426141

2014.07.28

터치스크린 패널 및 그 제조 방법

특허

등록

10-1328832

2013.11.06

터치 패널 및 이를 구비한 터치 스크린

특허

등록

10-1879201

2018.07.11

전자기 유도 입력 방식의 센싱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특허

등록

10-0951679

2010.03.31

터치스크린 장치

10-1138653

2012.04.16

터치위치 시점 판단방법

특허
특허

등록

10-1235924

2013.02.15

태블릿 기기용 다기능 스탠드

특허

등록

10-1235926

2013.02.15

LCD 터치디스플레이용 센서보정 보조기구

특허

등록

10-1266011

2013.05.14

LCD 터치디스플레이의 센서 모듈 자동조절기구

특허

등록

10-1266012

2013.05.14

LCD 터치디스플레이용 김 서림 제거기구

특허

등록

10-1287634

2013.07.12

LCD 터치디스플레이의 센서 모듈 조절기구

특허

등록

10-1368444

2014.02.21

전자칠판 터치센서용 전자 터치펜

특허

등록

10-1715773

2017.03.07

터치센서를 구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를 이용한 터치 감지방법

특허

등록

10-1966689

2019.04.02

PCAP패턴과 EMR패턴을 구비한 다중 센싱 방식 터치패널 및 그 제조방법

Ⅵ. 제품 조립라인

테블릿 조립라인

Ⅵ. 제품 조립라인

㈜아하정보통신 회사 전경

신뢰성테스트

전자칠판 포장작업

전자칠판 패널작업

전자칠판 조립라인

THANK YOU!
T. 1544-0878

www. ahatou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