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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 Touch DisplayInteractive Touch Display

LED 손터치손터치손터치손터치



Product Introduction

60”,75”90”의 대형 LED 손터치 전자칠판으로, Full HD ~ 4K (FULL HD 4배)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교육 및 회의용, 디지털 사이니지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누구나 원터치만
으로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패드와 연동하여 보다 효과적인 회의 및 교육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LED 멀티 터치형 전자칠판



Product Features

CommNote

대형 LED화면를 손으로
터치가 가능하며, 디지
털 판서, 저장, 인쇄
인터넷 업로드, 공유,  
이메일 가능한 기능

CommAir

카메라 모션 센서 장착
으로 원거리에서 제스
처로 전자칠판의 컨텐
츠 및 화면 제어 기능

(옵션)

CommShare

스마트패드와 연동하여
전자칠판의 자료를 서

로 공유 및 협업이 가능
한 기능 (5user-기본, 추

가 옵션)



제품제품 LED LED 전자칠판전자칠판 LED LED 전자칠판전자칠판 LED LED 전자칠판전자칠판 LED LED 전자칠판전자칠판

이미지

모델 LaTTe-90UIB (프리미엄) LaTTe-90IB LaTTe-75IB LaTTe-60IB

Product Features 

기능

• 멀티플랫폼(다양한OS지원)
• 손터치,멀티터치 기능
• 90”터치스크린
• 84”LED 영상화면
• UD resolution @60Hz
• 60Hz의 뛰어난 화질 구현
• 무반사 재질
• AL 실버프레임

• 멀티플랫폼(다양한OS지원)
• 손터치,멀티터치 기능
• 90”터치스크린
• 84”LED 영상화면
• UD resolution @30Hz
• 60Hz의 뛰어난 화질 구현
• 무반사 재질
• AL 실버프레임

• 멀티플랫폼(다양한OS지원)
• 손터치,멀티터치 기능
• 75”터치스크린
• 70”LED 영상화면
• Full Hd resolution 
• 무반사 재질
• AL 실버프레임

• 멀티플랫폼(다양한OS지원)
• 손터치,멀티터치 기능
• 60”터치스크린
• 55”LED 영상화면
• Full Hd resolution 
• 무반사 재질
• AL 실버프레임

CommNote O O O O
CommAir O O O O

CommShare Option Option Option Option

옵션

• Computer
• Moveable stand 
•10 point touch 
• External B/T SPK

• Computer
• Moveable stand
•10point touch
• External B/T SPK

• Computer
• Moveable stand
• 10point touch
• External B/T SPK

• Computer
• Moveable stand or 
motorized 
•10 point touch
• External B/T SPK

비고



The Options offering

설치 옵션으로는 벽부형 고정 설치 또는 이동식설치 옵션으로는 벽부형 고정 설치 또는 이동식
고정 스탠드 또는 전동각도 조절 프리미엄 스탠
드로 LED대형 전자칠판을 상하좌우 수직,수평
조정이 가능합니다. 



Product Introduction

미려한 디자인의 전자교탁 시스템

키오스크형태의 미려한 디자인을 제공하는 전자교탁
시스템입니다. 전자칠판 또는 일반 프로젝터와 연동하
여 사용이 가능하며, 21.5” 무선,무건지펜이 탑재된
타블렛 모니터를 활용하여 디지털판서가 지원됩니다. 



Product Introduction

디지털 인포메이션 시스템

10”~90” LED 터치패널 형태의 Standalone

형 DID시스템에서부터 55” Super Narrow 
Bezel 을 활용한 비디오월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DID 운영플랫폼을 지원하며, 관리자가 원격에
서 쉽고, 편리하게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Touch Information systemTouch Information system

스마트스마트스마트스마트 광고광고광고광고 플랫폼플랫폼플랫폼플랫폼



TEXT 01)  CLICK TO ADD SUB TITLE01  TIS란란란란? – 스마트스마트스마트스마트 광고광고광고광고 플랫폼플랫폼플랫폼플랫폼

차세대 스마트광고/멀티 플랫폼 TIS

TIS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기존의 DID광고플랫폼
현재 가장 HOT한 모바일 광고플랫폼을 합친

새로운 스마트 광고 플랫폼입니다.



TEXT 01)  CLICK TO ADD SUB TITLE

연결성
상시 연결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실시간 정보송수신가능 .11

TIS란란란란? – 스마트스마트스마트스마트 멀티멀티멀티멀티 플랫폼플랫폼플랫폼플랫폼

TIS는 상시연결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들은 실시간 정보 및 즉시 구매/이벤
트참여 할 수 있으며, 설치 업장은 자신의 색깔에 맞게 커스텀마이징 하여 소비자에게
업장의 제품을 판매/홍보 및 컨텐츠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고객이 찾아오게 하는
새로운 스마트 멀티 플랫폼 입니다.. 

차세대 스마트광고 플랫폼 TIS

접근성
디바이스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간제약이 없고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편의성
최신 정보 실시간 확인 및 상품에 대한 즉시 구매 가능.

부가적 이점
직/간접적인 광고정보를 제공 가능 및 커스텀마이징 가능
모든 중앙 DB관리로 정확한 데이터 정리

22

33

44



TIS의 취지 및 개요

대기공간대기공간대기공간대기공간 설치설치설치설치 분야분야분야분야

01. 은행은행은행은행
전국 약7000개의 은행 지점
은행 정보/히스토리
은행지점 안내
신규 및 맞춤상품 안내
게시판 및 고객광장

02. 관공서관공서관공서관공서
시청/구청/동사무소/우체국 등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정보

행정게시판
서류양식열람

공익광고
.

03. 병병병병원원원원
전국 약2000개의 종합병원
전국 약 20000개의 뷰티관련병원
병원안내
병원 치료안내/정보
병원비결제가능

04. 공공공공항항항항
인천공항/김포공항/제주공항.

공항정보
공항안내(비상대피도)

환율정보
비행기출발/도착안내

공항입정매장 연계



차세대 스마트광고 플랫폼 TIS

컨셉컨셉컨셉컨셉 /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MAIN INFORMATIN.

-고객사 소개
-지점 및 가맹점 안내
-고객사 상품 안내 및 컨택 (상품은 결제가능)
-게시판 기능 및 메시지 전달
-얼굴인식 타겟 광고 가능 .

어플 및 매거진.

-게임 실행 및 홍보
-포털 검색(네이버,다음 등)
-매거진 / E-BOOK
-그 외 모든 어플

동영상 광고



TIS의 취지 및 개요

적용적용적용적용/응용응용응용응용 분야분야분야분야

식당 / 까페(커피숍) 호텔 / 리조트 종합병원/뷰티병원/ 헤어샵/네일아트

숙박업
객실용

의료업
병원

객실용

뷰티업
헤어숍용

요식업
테이블용

식당 / 까페(커피숍)

패스트푸트점

-업체안내
-업장안내 및 비상대피도
-POS연동 주문
(테이블에서 결제가능)
-이벤트 안내 및 게임
-어플 실행 및 매거진

호텔 / 리조트
크루즈 선박

-호텔/리조트 안내
-업장안내 및 비상대피도
-룸서비스
-면세점 연동 상품구매
(패드에서 결제가능)
-각 지역 관광 안내
-어플실행 및 매거진

종합병원/뷰티병원/

산후조리원/실버타운

-병원/타운 정보
-병원 안내 및 비상대피도
-진료 및강좌 확인 예약
-매점/쇼핑몰 연계 및 입점
-로컬크라우드 솔루션연동
(commtree솔루션)

헤어샵/네일아트
뷰티관련

-샵 정보 안내
-담당디자이너 정보/예약
-샵 자체판매상품 구매
-쇼핑몰 운영 및 입점
-로컬크라우드 연동으로
자체 컨텐츠 제공

-어플실행 및 매거진 제공



차세대 스마트광고 플랫폼 TIS

컨셉컨셉컨셉컨셉 /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요식업요식업요식업요식업)

MAIN INFORMATIN.

-프랜차이즈 소개
-지점 및 가맹점 안내
-매장 음식 주문 (후불 /선불 가능)
-각 매장과 이벤트연동
-부킹 시스템 (쪽지보내기, 선물보내기)

부가서비스 연동.

-대리운전회사와 연계
-콜택시회사와 연계

동영상 광고동영상 광고



차세대 스마트광고 플랫폼 TIS

컨셉컨셉컨셉컨셉 /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커피프랜차이즈커피프랜차이즈커피프랜차이즈커피프랜차이즈)

MAIN INFORMATIN.

-고객사 소개
-지점 및 가맹점 안내
-고객사 상품 안내 및 컨택 (상품은 결제가능)
-게시판 기능 및 메시지 전달
-연계된 매거진
.

광고주 어플연동.

-광고주 자체 어플연동
-광고 상제 정보
-포탈사이트 연동 / 쇼핑몰 입점
-그 외 모든 어플



TEXT 01)  CLICK TO ADD SUB TITLETIS특징특징특징특징 / 차별성차별성차별성차별성

리눅스 기반 솔루션

MS기반의 프로그램보다 오류가
적으며 광고 및 모든 컨탠츠를
중앙서버에서 업데이트 가능. 

또한, 온라인 버그리포팅 기능으로
버그나 오류발생시 중앙서버로

커스텀마이징/인터렉티브

런처 앱 설계가 유연하여 기본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떠한 기능 및
기술을 연계 할 수 있으며, 터치를
활용하여 인터렉티브한 광고를
제공하여 노출 후 즉시 참여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존 타사처럼 어플 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제조하므로
안정적이며, 비용 또한 최소화

할 수 있다.

차세대 스마트광고 플랫폼 TIS

최적화,
최소화

연계성,
확장성

안정성,
중앙관리

버그나 오류발생시 중앙서버로
메세징하여 실시간 대응 및

버그수정 가능 .

제공하여 노출 후 즉시 참여 및
구매까지 가능 .

할 수 있다.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

제품제품제품제품 구성구성구성구성

거치대 타입.
기존 테이블 활용 시
요식업/ 숙박업/가정용 스탠드 타입.

기존 대기공간 및 로비에 설치
은행/병원/학교/관공서

ALL IN ONE 테이블 타입.
결제시스템까지 올인원 된 테이블 . 

신규매장 및 리모델링시
프랜차이저 매장 .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구성구성구성구성

ADD TEXT
started its business in Seoul Korea in 

February 1998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providing better internet services to the 

world.

ADD TEXT
started its business in Seoul Korea in 

February 1998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providing better internet services to the 

world.

프린터 등으로 출력
(주방 혹은 카운터)POS DB저장POS 시스템

주문 내용 전달

완료 내용 전달
주문

완료메세지

전달 전달

world.world.

주방용 태블릿고객용 태블릿

광고/부가기능 주문/결제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

결제서비스결제서비스결제서비스결제서비스 관련관련관련관련 기술협력기술협력기술협력기술협력

금융결제원(VAN)

POS 결제 서비스
PAYONE서비스
나라급식카드서비스

다날(PG)

BARTONG

모바일

핸드폰 소액결제
오프라인 신용카드결제
오프라인 직불카드결제

핸드폰 소액결제
신용카드결제
직불카드결제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

운영회사운영회사

HOLDINGSHOLDINGS

투자/운영

- TIS디바이스 제작 및 설치비용
-. TIS서비스 운영 관리
- 새로운 신시장 창출
- 해외파트너
-컨텐츠 연계

CHEMTECH

회사회사회사회사 연계연계연계연계

VAN/PG사

-결제대행서비스

VAN/PGVAN/PG

CHEMTECHCHEMTECH

광고대행광고대행사사

CHEMTECH

제조

-TIS하드웨어 제작
-TIS소프트웨어 제작

- 지속적인 기능 업그레이드
- 유지보수 및 애프터서비스

- 새로운 사업 구상
광고대행사

- 광고 수주
- 지속적인 광고주 관리
- 광고 노출 데이터 관리

기타 업체

-증권사
-인크루팅업체
- 어플제작회사

- 포털사이트
- 면세점
-매거진

-인터넷쇼핑몰

기타기타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

투자투자투자투자 회수회수회수회수 방안방안방안방안

동영상동영상동영상동영상 광고광고광고광고/컨탠츠컨탠츠컨탠츠컨탠츠 앱앱앱앱/어플어플어플어플 홍보홍보홍보홍보 매거진매거진매거진매거진 / E-BOOK

-상품 광고
-컨탠츠 홍보 (영화,연극,뮤비 등)

-안드로이드 어플 홍보/실행
-약100만개의 어플시장

-매거진/E-BOOK 수록
-매거진 사이에 광고 수록

연계연계연계연계 및및및및 운영운영운영운영 정보정보정보정보 사이트사이트사이트사이트 공유공유공유공유 결제결제결제결제 VAN/PG수익수익수익수익

-컨탠츠 홍보 (영화,연극,뮤비 등)
-공익홍보

-약100만개의 어플시장 -매거진 사이에 광고 수록

-쇼핑몰 상품 판매대행
-대리운전 및 콜택시 연계
(요식업 및 가정용)

-맛집 정보
-증권 및 금융정보
-취업 / 진학 정보

-결제 서비스 이용 시 건당 VAN피
-모바일 결제 서비시 시 PG피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

06  예상예상예상예상 운영운영운영운영 수익수익수익수익

실치비용

광고수익

1솔루션

50~60만원

1솔루션

월 1만원

1솔루션

월 구좌 20개

수익 대비 투자비용

예상 수익 분석표 (광고 및 홍보 패키지 수익)

캐피탈사용

24개월기준

2만3천원

광고영업사

기타수익

1구좌

5000원

연계판매수익

1구좌

영업비율

50%

수익 및 기대 효과

설치대수 :  각 업장 당 10~30개 기준
투자비용 : 기본 - 타블렛PC / TIS소프트웨어 / 거치대 및 스탠드 / WI-FI환경 / 서버

옵션 - 보조배터리 / 배터리충전함 / 전기공사
광고수익 : 패키지 - 광고 및 홍보 동영상 / 어플 및 매거진 홍보 (그 외 방안은 별도 수익)

매거진 및 어플



THANK YOU
Smart  interactive ad system 
Touch  Information system      By CHEMTE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