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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KIOSK를 찾으십니까?
기술이 꿈을 앞서는 시대… 도전과 혁신을 가치로!! K-KIOSK가 함께 합니다.
K-KIOSK는 외함 디자인 개발 및 제작, 키오스크 컨텐츠, 솔루션 개발에 이르기까지 무인안내시스템(KIOSK)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공급
하는 업체로 급변하는 IT 환경과 그에 따른 사용자의 요구를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충족시켜 고객만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K-KIOSK는 키오스크의 디자인 및 설계, 그리고 터치스크린과 웹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과 환경 규격을 충족하는 국제 표준 인증을 - ISO 9001/ 14001(품질/환경 시스템) ICR(국제 인증 기관)으로부터 획득하였습니다.

K-KIOSK ADA Compliant
한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
05. 11 법률 제10280호) 한국의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전자정보기기
(KIOSK)를 도입, 설치 할때에는 아래의 법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 K-KIOSK에서는 미국ADA 및 한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준수
합니다. 휠체어가 키오스크로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배치되었을 때,
ATM에 대한 ADA 도달거리 및 최대높이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킬 수

Metal keyboard
키보드 설치를 원할 경우 K-KIOSK는 메

있습니다.

탈키보드 장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공중PC, 산업용PC, 공장키오스크 등

K-KIOSK 해외수출 현황 (As of 2014. 09/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
고려키오스크는 K-KIOSK란 브랜드로 해외에서
더욱 인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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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라는 비젼과 함께 2016년 해외거점 대륙별
8개국 리셀러 확보 및 제품 보관 창고 설치로 전세
계 고객들에게 내륙운송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성장
을 이룩하여 우리 K-KIOSK를 통해 세계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 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 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트랙볼, 터치패
드 형태 이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질감과 시각적
인면에서 고급스러움을 충족시켜 주며
방수, 방진, 파괴에 강한 기능과 표면이
평활 하기에 물걸레질로 쉽게 오염물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보드수명은
실험을 통해 장시간 사용에 따르는 내구
성도 강화했습니다.

▲ K-KIOSK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혁신과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하여 당사의 장기적인 리더쉽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Model : A392TP
제품규격 : W392 × H110 × D122mm

키오스크 주변기기
Testing service

키오스크 전시장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제조 기술력을 체험하십시오.
K-KIOSK는 SHOW ROOM을 개방하여 키오스크 제품을 웹상에서 제품 이미지만으로 구매를 결정하던 기
존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키오스크의 선디자인-제품화방식으로 전시장을 찾은 고객이 직접 제품을 시연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한층 만족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권역별 27개도시 33개 A/S망 구축

고객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개발자의 의

운영중 장애발생은 전국 Service Center에서

도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위해 고객이 직접 디바이스들을 시연하
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본사 전시장내에 테
스팅센타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예약을

장애발생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처리절
차를 세분화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장애대응으로 고

통해 디바이스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객감동을 실현해 드립니다. 최고의 Know-How를 적
용한 전문 유지보수팀이 장애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
니다. 고객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
는 장애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 공백을 최
소화 시키고 일의 능률을 극대화 시키고자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병행하고 철저한 서비스
를 제공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제품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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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의 개발비로 특별한 디자인의 KIOSK가 필요하십니까?

K-KIOSK
MODEL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K-KIOSK는 제품디자인 개발과정에서의 비생산적인 COPQ(Cost of

MODEL

K24S

KS24 모델은 더욱 슬림하게 디자인하여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변형 설계, 제작하였으며, 특히 본 모

poor quality) 발생의 방지와 이를 통한 시간, 비용, 자재 등에 있어서

델은 표준화된 1.6mm CR강 재질에 분체도장으로 마감처리 하여 내구성에 강하게 제조된 세련되고 품격있는 독

의 많은 낭비요소와 시행착오의 개선,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 중

립형 키오스크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용도에 따라 17인치, 19인치 터치모니터를 장착 할 수 있으며, 내부는 베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구체화 구상단계인 디자인 concept 도출

본PC와 슬림형 PC를 넣을 수 있는 내부 공간 설계가 특징입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감열프린터 및 RF리더기,

이후 의사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하여 기

바코드스캐너, MCR등을 장착할 수 있는 내부공간 설계로 확장성을 높였습니다.

존 프로세스 대비 타당성 및 성과 향상에 대하여 측정, 검증하여 지속
가능한 창조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19” Size : 530(W)mm X 360(D)mm X 1768(H)mm

Cost of Poor Quality!
품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즉, 키오스크 제
품개발시 예상하지 못한 과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숨은 비용까지 찾
아드립니다.

MODEL

KIOSK DESIGN 프로세스 제안

K15

K15모델은 1.6mm CR강 재질과 광택이 우수한 액상도장으로 제조된 키오스크 단말기로 슬림형 PC 설치를 위
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15는 혁신적인 메탈 캐비닛 인크로져를 자랑하며, 스테인레스 사이드 폴로 중후
한 맛을 더하는 디자인을 갖추었습니다. 다양한 옵션 부가장치들의 선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층 더 개량 되었
습니다.

▶ 19” Size : 470(W)mm X 550(D)mm X 1550(H)mm

MODEL

K17

K17모델은 1.6mm CR강 재질과 광택이 우수한 액상도장으로 제조된 키오스크 단말기로 마이크로 ATX형 PC
설치를 위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17은 혁신적인 메탈 캐비닛 인크로져를 자랑하며 다양한 옵션 부가장
치들의 선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층 더 개량 되었습니다.

▶ 19” Size : 530(W)mm X 375(D)mm X 1530(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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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OSK
MODEL
MODEL

MODEL

KS25

K27

KS25 모델은 표준화된 1.6mm CR강 재질과 분체도장을 하여 내구성이 강하게 제조된 세련되고 품격있는 슬림

K27모델은 1.6mm CR강 재질과 액상도장으로 제조된 키오스크 단말기로 마이크로 ATX형 PC 설치를 위한 공

한 디자인의 독립형 키오스크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용도에 따라 여러 사이즈의 모니터를 지원 할 수 있으며 내

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27은 혁신적인 메탈 캐비닛 인크로져를 자랑하며, 다양한 옵션 부가장치들의 선택을

부는 베어본 PC를 넣을 수 있는 내부 공간 설계가 특징입니다.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층 더 개량 되었습니다.

▶ 19” Size : 570(W)mm X 460(D)mm X 1400(H)mm

MODEL

▶ 19” Size : 530(W)mm X 380(D)mm X 1450(H)mm

MODEL

KW19

KY22

KW19 모델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ATM기기를 모티브로 디자인 되었으며, 1480mm의 비교적 작은

KY22 모델은 순번 발급 무인안내시스템으로 은행이나 영화관, 병원, 박물관 등 공공장소에서 순번대기표 발급을

높이의 모델로 다양한 사용자들의 사용이 유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전면 Front Door 개폐방식을 적용하

목적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KY22모델은 소형 감열프린터가 장착될 수 있는 공간을 함체 중간에 위치시켜 대기표

여 A/S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Bottom Panel을 최대한 납작한 형태로 디자인 하여 사용자들의 사용 및

발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전면도어로 구성, 감열용지 교체를 편

유동에 장애를 줄일 수 있도록 한 모델입니다.

리하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되었습니다.

▶ 21.5” Size : 560(W)mm X 570(D)mm X 1620(H)mm

▶ 19” Size : 640(W)mm X 790(D)mm X 1633(H)mm

MODEL

MODEL

K22 / BP

KL57

K22는 표준화된 1.6mm CR강 재질과 액상도장으로 전면부에 LED등과 아크릴 악세사리 부착으로 주목

KL57 모델은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었으며 1.6mm CR강과 액상 도장으로 어느 장소에나

도와 심미감을 증폭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완성도가 높은 고급 모델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21.5인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KL57은 내부에 슬림형 PC 및 산업용 PC, 베어본 PC등을 장착 할 수

치에서 42인치까지의 LCD터치패널을 장착이 가능하며 내부 공간 설계로 고객이 원하는 슬림 PC가 장

있는 내부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착 가능하며 즉시 판매가 가능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 19” Size : 630(W)mm X 450(D)mm X 1790(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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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OSK
MODEL
MODEL

MODEL

KC17

KW14

K17C모델은 1.6mm CR강 재질과 분체도장으로 내구성이 강하게 제조된 키오스크 단말기로 슬림형 PC 설치를

KW14모델은 사용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디자인된 모델로 여권 판독기 및 프린터기기등 중형급 디바이스 설치에

위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17C은 성형 사이드 폴로 중후한 맛을 더하는 디자인과 하단 LED등을 옵션형

용의하며 선반형식의 Front Panel을 적용하여 디바이스 사용에 용의 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또한 상단에 타

태로 설치하여 특정장소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K17모델보다 다양한 옵션 부가

이틀 문구를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함체의 용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웹캠 등 화각

장치들의 선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층 더 개량 되었습니다.

을 필요로 하는 디바이스 장착에 용의하도록 개발된 모델입니다.

▶ 19” Size : 600(W)mm X 500(D)mm X 1648(H)mm

MODEL

▶ 19” Size : 580(W)mm X 440(D)mm X 1720(H)mm

MODEL

KRT-70

K-iPad

KRT-70 모델은 선반이나 테이블, 책상 등에 거치하여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공장자동화 시스템이나 업무자동화

K-iPad 모델은 애플의 iPad를 사용하여 제작한 K-Kiosk의 2013년 최신 모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모

시스템, POS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된 탁상용 디자인입

바일 운영 체제인 iOS6를 사용하여, 간결하면서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iOS에서 운영

니다. 기본 재질은 1.6T CR강으로 제작되어지며 바코드스캐너, 카드리더기, RFID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장착할

가능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가능하며, RFID, 감열프린터 등 디바이스를 설치하여 순번발급, 티켓발권 등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중간에 키보드와 마우스가 삽입될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되어 편리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만능 모델입니다.

한 업무시스템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ipad2 Size : 643(W)mm X 380(D)mm X 1200(H)mm

▶ 19” Size : 560(W)mm X 398(D)mm X 920(H)mm

MODEL

KRI 75·77

MODEL

Industrial KIOSK

KJ24

공장자동화시스템에 적합하게 설계 제작된 심플하면서도 안정적인 제품입니다. KRI 75모델의

KJ24 모델은 모니터, 마우스 일체형 확장 키오스크 입니다. 기존의 터치스크린 만으로 부족했던 입력 방법의 대

경우 공장 내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IP45기준의 방우/방진 설계

안이며, 하우징과도 매우 적절한 매칭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4인치 세로형 모니터는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할

로 제작 되었습니다. 이동 설치가 용이 하도록 고정형 케스터 장착하고 내부에는 AVR, SMPS,

수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의해 보안 필름부착 으로 관공서 및 기타 업무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UPS 등 각종 디바이스등을 장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키보드와 마우스를
거치할 수 있는 서랍형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 장착되었습니다.
▶ KRI 75 19” Size : 560(W)mm X 450(D)mm X 1700(H)mm
▶ KRI 77 19” Size : 550(W)mm X 422(D)mm X 1603(H)mm

08 _ KORYO DIGIWORKS

▶ 24” Size : 520(W)mm X 430(D)mm X 1360(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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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OSK
MODEL
MODEL

MODEL

K24SPR

DUAL Type

K24S_PR 모델은 K24S 모델의 확장형 모델입니다. 번호표 발급기의 형태에서 진화하여 바코드리더기, 카드리더

CR강으로 만든 강한 인상을 주는 양방향 키오스크 단말기 입

기, A4레이져 프린터기의 장착이 가능하여 병원, 대학교 등의 솔루션에 적합한 모델 입니다. 전면 개폐형으로 용

니다. 이중 모니터를 설치함으로써 기본 모니터는 터치를 포함

지의 교체 등 유지보수가 편리, 다양한 디바이스 탑재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한 양방향 미디어용으로 사용하고 제2의 옵션 모니터는 광고
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형 PC 또는 미디어 재생기 설치
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선택사항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16.9 영상 비율을 가진 제2의 인물사진 모니터가 있는

▶ 19” Size : 530(W)mm X 591(D)mm X 1711(H)mm

이중 모니터 키오스크로서 현대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Monitor -Dual

K38-D

▶ Monitor product size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2014 New Model

MODEL

PKD

MODEL

K24S-D

K36-D

ZEUS

PKD 모델은 21.5″듀얼 모니터이며 상단은 업체광고 영상을 통해 광고효과를 볼 수 있으며 하단은 IR터치가

Zeus 모델은 전시 및 홍보용으로 개발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입니다. 42″Full HD 디스플레이를

장착 되어 있으며 기존 회원 검색 후 티켓발급 및 카드결제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사용하여 선명하면서 넓은 시야각을 자랑합니다. 제품의 하단 부분에는 뒷면에 도광판을 사용하여 광고효과를 극

카드리더기, 바코드리더기, 감열프린터(영수증), 티켓발급기 등의 디바이스들이 설치 되어 있으며 사용 목적에

대화 시켰으며 또한 전면부 개폐방식을 사용하여 유지보수가 매우 편리합니다.

따라 커스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 42” Size : 730(W)mm X 600(D)mm X 1856(H)mm
▶ 46” Size : 780(W)mm X 600(D)mm X 1896(H)mm

▶ 21.5” Size : 670(W)mm X 570(D)mm X 1966(H)mm

MODEL

MODEL

KYC-1000

KD98

카메라, 카드리더기, RFID, 바코드스케너, 티켓발행 프린터, 영수증프린터 등을 장착한 다용도 무인

KD98 모델은 표준화된 2.0mm CR강 재질과 액상도장을 하여 광택이 우수하며 스테인레스 기둥을 장착하여 안

티켓발행기 입니다. 전면에 46인치의 크고 밝은 모니터가 장착되여 대기화면에서 이벤트 화면을 크

정감과 세련된 품격있는 디자인의 Digital Signage 형태의 고급 키오스크 모델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게 보여줌으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중후하면서 화이트를 전면

42~56인치의 모니터를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에 배치 뒤쪽 버디로 이여지는 흐름은 블랙컬러 처리로 이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관,
공원...등, 유로 티켓 무인발급기로서 최적화 되여 있습니다.

▶ 42”Size : 1002(W)mm X 791(D)mm X 2084(H)mm

10 _ KORYO DIGIWORKS

▶ 42”Size : 940(W)mm X 540(D)mm X 1905(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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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OSK
MODEL

MODEL

MODEL

KM42

Helios

KM42는 표준화된 1.6mm CR강 재질과 분체도장으로 내구성에 강하게 제조 되었습니다. 전면부

Helios 모델은 표준화된 1.6mm CR강 재질과 분체 및 액상도장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세련되고 품격있는 슬림한

에 베젤 부착으로 주목도와 심미감을 증폭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완성도가 높은 고급 모델입니

디자인의 독립형 키오스크 모델입니다. 전면부에 LED등과 아크릴 악세사리 부착으로 주목도와 심미감을 증폭 시

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22인치에서 42인치까지의 LCD 터치패널을 장착이 가능하며 내부 공간

킬 수 있도록 설계된 완성도가 높은 고급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용도에 따라 여러 사이즈의 모니터를 지원 할

설계로 고객이 원하는 슬림 PC가 장착 가능하며 즉시 판매가 가능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수 있으며 내부는 슬림PC를 넣을 수 있는 내부 공간 설계가 특징입니다.

▶ 42”Size : 960(W)mm X 601(D)mm X 1930(H)mm
▶ 42”Size : 1115(W)mm X 720(D)mm X 1320(H)mm

MODEL

▶ 46”Size : 760(W)mm X 650(D)mm X 1920(H)mm

MODEL

KH32

Poseidon

KH32는 S라인을 형상화하여 슬림하면서도 다이나믹하게 디자인설계된 모델로써 32인치, 42인치, 46인치의

Poseidon은 55″이상의 Full HD LED 패널을 사용하여, 첫번째 Digital Signage모델인 Zeus보다 더 컨텐츠에

LED Touch Panel이 부착 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모니터하단부에 LED 광고란을 부착하여 인클러져의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입니다. 컨텐츠 이외의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깔끔하고 슬림하게

심미감과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켰습니다.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후면 상단부는 모니터 수리 및 교체가

디자인 되어 있으며, 제품의 심플함을 강조하기 위해 Front-Door가 아닌 Back-Door 방식으로 유지 보수를 할

용이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하단부는 베어본PC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55” Size : 900(W)mm X 600(D)mm X 1900(H)mm

▶ 32”Size : 910(W)mm X 630(D)mm X 1303(H)mm

▶ 65” Size : 1100(W)mm X 600(D)mm X 2150(H)mm

▶ 42”Size : 1200(W)mm X 710(D)mm X 1390(H)mm

▶ 70” Size : 1140(W)mm X 600(D)mm X 2250(H)mm

▶ 46”Size : 1280(W)mm X 710(D)mm X 1408(H)mm

MODEL

MODEL

KD97

i-STYLE

KD97 모델은 1.6mm CR강 재질과 액상도장으로 내구성이 강하게 제조된 세련되고 품격있는 슬림한 디자인의

아이폰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전면 아크릴에 검정색 실크인쇄를 하여 심플함을 강조한 초슬림 디자인입니다.

Digital Signage 형태의 키오스크 모델입니다. 이 모델 사용자들을 매혹시키기 위해 이같이 차분하고 다이나믹

42″
~46″
의 Full HD LED를 사용하여 선명하고 넓은 시야각을 갖추고 있으며 캐스터 장착으로 이동이 간편한

하게 설계되었지만 여전히 전략적으로 배치된 환경에서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유지합니다.

공간확보가 용이한 제품입니다.

▶ 42”Size : 1200(W)mm X 710(D)mm X 1390(H)mm
▶ 32”Size : 930(W)mm X 630(D)mm X 1645(H)mm

12 _ KORYO DIGIWORKS

▶ 46”Size : 1280(W)mm X 710(D)mm X 1408(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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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OSK
MODEL
MODEL

MODEL

KJ-14

KW46-B

Digital Signage 또는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광고판에서 벗어나 사진 뿐

W46-B 모델은 이전 모델인 KW46-A를 더 슬림하게 만들어, 협소한 공간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게 디자인

만 아니라 동영상, Flash 까지 사용할 수 있어 contents 변경이 쉽고 교체비용이 적어 차세대 광고 수단으로 각

된 Digital Signage입니다.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 베어본 PC를 설치 하도록 내부 설계를 하였으며, 전면

광받고 있습니다. Touch 기능을 추가하여 광고기능 뿐 만 아니라 길 찾기, 안내 등의 용도로 쓰일 수 도 있습니

부 에는 별도의 case를 장착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다. 스탠드형 이외에도, 벽걸이, 천장, Openframe의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화점, 공항, 공공기관, 매
장, 사무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55” Size : 870(W)mm X 90(D)mm X 1969(H)mm

MODEL

▶ 46”Size : 900(W)mm X 690(D)mm X 2100(H)mm

MODEL

Hermes

KWM19

KWM-19 모델은 19인치로 공간 배치가 쉽도록 제작된 소형 벽체형 키오스크입니다. 영국에 수출된 모델로서
HERMES는 32인치 TFT-LED를 사용하여 낮은 소비전력과 높은 화질을 자랑합니다. 넓은 시야각을 갖고 있어

심플하고 안정된 디자인을 인정받은 제품이며 메탈키보드를 적용함으로써 제조공장, 물류창고등에서도 용이하게

어떤 위치에서 봐도 선명하게 볼수 있으며 빠른 반응속도로 인터렉티브 컨텐츠를 훌륭하게 표현해냅니다.

사용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기존의 모델보다 크기를 줄이면서도 성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HERMES는 특수한 내부 설계를 지니고 있습니
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상황에서도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부품의 모듈화를 통해서 쉽고
간단하게 내부 디바이스의 교체가 가능합니다.
▶ 19” Size : 530(W)mm X 380(D)mm X 1450(H)mm

▶ 32”Size : 592(W)mm X 400(D)mm X 1730(H)mm

MODEL

MODEL

KWM-01

i-WALL

KWM-01 모델은 캐나다 수출모델로 벽체형 46″display size를 기반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다양

i-WALL모델은 벽걸이형이며 i-STYLE과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32″
, 42″
, 46″
, 55″
로 폭넓은

한 환경에서 설치 할 수 있도록 심플하고 초슬림하게 디자인 되었으며, 하단에 별도의 case를 장착

사이즈의 제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알미늄 압연의 테두리를 마감 및

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전면 아크릴을 배면으로 검정색 실크인쇄를 하여 모니터 화면 주목율이 매우 뛰어난 제품입니다.

▶ 42”Size : 630(W)mm X 90(D)mm X 1035(H)mm
▶ 46”Size : 656(W)mm X 76.5(D)mm X 1885(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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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Size : 685(W)mm X 95(D)mm X 1113(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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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OSK
MODEL
MODEL

Table Kiosk- Z1

MODEL

Outdoor Kiosk

Surya

테이블 키오스크 Z1모델은 기존 일반테이블에서 디스플레이, 컨텐츠, 광고동영상, 무인주문시스템등이 가능한

■ 스마트타입 공기순환방식 키오스크 '수리아(SURYA)'출시

진화된 테이블입니다. 외부에는 강화유리를 장착함으로써 파손의 위험이 없으며 물, 음료수등을 흘려도 제품의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는 옥외형(Outdoor)키오스크‘SURYA’
는
日本 RETAILTECH JAPAN 전시회에 출품 및 런칭 행사를 통해 해외 고객들로 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
다. Outdoor 'SURYA'는 이중특수 AirFilter의 사용으로 완벽한 방수, 방진기능을 구현하였고 내부온도 및 습도변
화를 실시간 감지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인공지능방식의 항온(Heat/Cool), 항습시스템을 채택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멀티터치(10Point)를 장착하여 자유롭고 제한적이지 않은 터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패널 사이즈, 제픔 높낮이등을 설계 수정하여 제작이 가능하며 CEO룸, 회의실, 전시장,
병원, 매장,식당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일본 오사카 소재 키오스크전문회사에서 시험진행(2013년 6월경)
전기적평가 : 일본 전원에서의 가동여부 / 전기배선-AC와 DC라인 노이즈 / 누전브레이커 / 전원멀티탭 등
안전성평가 : 15。
의 경사를 준 상태에서 경사시험 / 전도시험-함체중량을 측정후 4방향에서 용수철 저울을 당겨서 시험
구조 평가 : 여러종류의 디바이스 효율성 / 도어의 안전성/유지보수성
환경 평가 : 전·후·좌·우에서 30。
각도에서 살수시험 / 온도시험 / 방진시험

▶ 47”Size : 900(W)mm X 264(D)mm X 2100(H)mm

■ 수리아(SURYA)는 스마트 타입 공기순환방식으로 환경문제와
소비전력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수리아(SURYA)는 항온항습실에서 완벽한 Test를 거쳐 최적의
내부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42”Size : 1150(W)mm X 750(D)mm X 710(H)mm

■ 당사의 제품은 국제 표준인증인 품질 및 환경관리시스템
(ISO 9001과 14001인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강화유리장착과 IR방식의 10포인트 멀티터치 장착으로 팀별 회의시 매우 편리함
■ 2 Color 분체도장(광택을 한층 더 빛나게 해주며 외부의 스크래치로부터 보호)
■ 블랙과 화이트의 적절한 조합으로 기능성과 안정성, 세련미 어느 장소에서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 모니터 컨트롤, 전원스위치, 볼륨조정, USB단자, 듀얼모니터 단자등 외부 노출로 모든 조작이 간편해집니다.
■ 1.6mm~2mm CR-Steel 사용으로 얇으면서도 강력한 CR-steel은 견고함을 더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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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OSK
MODEL
MODEL
MODEL

Photo kiosk Solution

AVF1800-70

디자인이 혁신적인 상기 모델은 단단하고 튼튼한 양극 처리 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전체 70″
화면과
최대 56.8kgs의 무게를 견딜 수 있으며 카메라 트레이 및 액세서리 AV 선반과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포토 키오스크 솔루션은 실시간 웹카메라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 몇번의 터치만
으로 즉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여 이메일, SNS, MMS등으로 전송과 공유가

60″
~70″
평면 패널 TV / 무게 용량 : 56.7kg

가능한 키오스크 솔루션입니다. 42″대형 터치스크린과 빠른 반응속도를 자랑하

VESA 준수(200×200 / 400×200 / 300×300 / 400×400 / 600×400 / 800×400mm)

며 인체공학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TV의 높이 조절 : 1,150mm(45″
)~1,650mm(65″
)
색상 : 알루미늄 실버와 높은 광택을 양극 처리

■ 포토키오스크 적용분야
이벤트 행사장, 신제품 발표회장, 세미나, 웨딩샵, 대학 축제, 공연장, 의류 매장,
영화 시사회 등 각종 이벤트 및 기업의 프로모션용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
니다.
1. 간결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간단한 터치만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MMS, E-mail, SNS
에 전송이 가능합니다.
손가락 터치만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진 포토키오
스크의 터치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면서 간결합니다.

MODEL

AVA1500-60

2. 최적화된 하드웨어
내구성이 강한 이중 극 모바일 디스플레이 스탠드. 검정색 파우더 코팅 완료 / 롤링캐스터 (2잠금 캐스터)

포토 키오스크 솔루션은 K-KIOSK의 하드웨어에 카메라
등이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디스플레이, IR Touch, HD카메
라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 42”Size : 1200(W)mm X 710(D)mm X 1390(H)mm

운영체제: Win XP, Win XP 7 / 사용환경 : Intel i3 프로세서~
스마트폰 전송시 고객에게 발송 화면 ▶

▶ 포토키오스크 설치사례

1천 5백 30mm의 최대 높이를 달성
손쉽게 위치결정을 위한 부드러운 롤링캐스터 (2잠금 캐스터)
봉 내부 손쉬운 통합 케이블 관리 / 표준 높이조절이 가능한 AV선반 및 카메라 트레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즐거운 마케팅

캐리 최대 부하 100파운드(45.5kgs) 및 평면 TV 패널 (40″
~60″
)

배경 레이아웃에 홍보문구와 이미지 삽입을 하여 노출 효과
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높은 광고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한
번의 공유 만으로 SNS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동의 과정을 거친 후 MMS, E-mail 전송이 가능하며 마케
팅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표준 높이조절이 가능한 AV선반 및 카메라 트레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간과 운송 비용을 많이 절약하기 위해 자사의 패키지 구조

4. 커스터마이징
프로젝트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맞춤 솔루션입니
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추가/제거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사진 전송과 공유뿐 아니라 방명록으로
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MODEL
▶ 포토솔루션 구축사례

AVA1500-50

색상 : 실버 파우더 코팅, 양극 처리 / 4 브레이크 캐스터
날카로운 모서리없이 매우 잘 연마 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윤곽처리
캐리 최대 부하 27.3kg 및 평면 패널TV(32″
~50″
)에서 사용
현재 평면TV패널의 대부분을 맞는 200×200에서 400×400로 VESA 표준입니다.
모듈 형태로 설계, 유연하고 설치하기 쉬운 장점과 스트립바 높낮이 적용
컴팩트한 포장으로 누구나 조립가능

18 _ KORYO DIGI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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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Case

K-KIOSK
MODEL
MODEL

AVF1800-100

K-KIOSK 는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공간에서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주변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키오스크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AVT1800-100의 TV스텐드는 60″
-100″평면 패널 LED, LCD TV에 사용하는 모델로
간편한 평면 패널 TV의 높이 조정
■ 지상파 방송협찬

부드러운 롤링 (2바퀴를 제동) 손쉬운 위치에 바퀴를 제동
고장력 강판과 경질 알루미늄 합금 재료
봉을 통해 통합 케이블 관리
캐리 최대 부하 136.4kgs 및 최대 평판 TV 거치 (60″
~100″
)
현재 출시된 가장 큰 화면에 적합하여 200x200~1000x600mm로 VESA 표준

MODEL

SBS 드라마협찬“부탁해요 캡틴”

SBS 드라마협찬“시티헌터”

SBS 드라마협찬“샐러리맨 초한지”

SBS 드라마협찬“부탁해요 캡틴”

SBS 드라마협찬“ 내사랑나비부인 ”

SBS 드라마협찬“아이리스”

KBS 드라마협찬“초한지”

SBS 드라마협찬“닥터이방인”

SBS 드라마협찬

日本 RETAILTECH 2012 전시회

JAPAN COCOMU

Metal Keyborad

공중PC, 산업용PC, DID, 키오스크 등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한영 Metal Keyboard는 트랙볼
형태와 터치패드 형태 이종으로 구성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질감과 시각적인 면에서 고급스러움을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방수, 방진,
파괴에 강한 기능과 표면이 평활하기에 물 걸레질로 쉽게 오염물을 제거 할 수 있다. 또한 키보드수
명은 실험을 통해 3,000,000 times으로 장시간사용에 따르는 내구성도 강화했다.
[타입 분류] A392TB : 트랙볼 타입 / A392TP : 터치패드 타입
제품규격 : W392 × H110 × D122mm

화면 크기별로 판매

OPEN FRAME

액정모니터에 전후면 프레임(덮개)이 없는 형태로 뒷면은 금속케이스로 되어있어 벽면이나 키오스크에 오픈프레

■ 해외 수출 및 해외전시회(~ 2014)

임을 삽입시 사용자 환경에 따라 편리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고정 거치대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 옵 션 터치패널(압력식, 정전용량, 초음파, 적외선 방식), AD보드, 고휘도 LCD모니터 등 매립, 벽걸이형 DID, 벽체형 키오스크 제작,
백화점/의료용 벽면디스플레이, 영화세트장, 체인점 메뉴판, 인테리어 벽면 시공시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접목이 가능합니다.
▶ 제조원 Samsung / LG / AUO
규 격 : 15″17″19″20.1″22″
W 24″
W 26″
W 32″
W 37″
W 40″
W 42″
W 46″
W 52″
W 55″
W...

JAPAN COCO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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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Case
기술이 꿈을 앞서는 시대… 도전과 혁신을 가치로!! K-KIOSK 가 함께 합니다.

필리핀 취업정보 키오스크 - 1차 200대 수출

현대자동차 - 러시아, 브라질, 인도

日本 디지털 사이니지 쇼

日本 잡화점내 면세쿠폰발급기

日本 수출 - 맨션용 키오스크

러시아 현대자동차 - 직접설치

日本JR전철 - 오사카역내 6대 설치

2012 日本 디지털 사이니지 전시회

日本 디지털 사이니지 쇼

필리핀 Job Kiosk 수출

日本 면세쿠폰발급기

日本 오사카 옥외형 키오스크

■ 국내 설치사례

인도 첸다이 - 현대자동차 수출

도쿄 빅사이트 전시회 출품

옥외용 키오스크 - 日本 전시회 출전

장흥시장내 옥외형 키오스크

성호기념관

톰슨로이터

캐나다 수출

호주 수출 - 병원안내 키오스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오페라하우스

현대백화점 일산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대동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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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Case
급변하는 IT 환경과 그에 따른 사용자의 요구를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충족함으로써
“고객이 어떤 디자인을 상상하시더라도 그대로 구현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향해
고객감동의 열정과 에너지, 즐거움이 있는 K-KIOSK 가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워커힐

리즈네트웍

삼정EDM

인천·김포공항 SK T로밍센타

삼성엔지니어링

하이리빙 벽체형 키오스크

캐이디일레콤 PN도서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삼성 케어캠프

병원 - 복지서비스

대학 - 포토 키오스크

중고차 - 안내 키오스크

LIG 연수원

골프장 클럽하우스

SS그룹사 로비

서울디자인센터 - 벽부형

전시장 안내 키오스크

국세청 (전국37개 세무서 283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이민카운터 - 안내 키오스크

비봉추모관

병원 - 복지서비스

BC성모병원

학교 안내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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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Case
좋은 품질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K-KIOSK

뉴스킨 회원가입 키오스크

공항 - 로밍 안내 키오스크

출입국관리사무소

엠파크 중고차매매센타

청라엑슬루타워 - 19”
옥외형 키오스크

안내 키오스크

유한킴벌리 공장자동화 키오스크

M-Park 안내키오스크

안내 키오스크

대구육상선수권대회 - 안내부스

농협 하나로마트내

강동구선사문화축제 홍보부스

엘지전자

롯데 백화점

병원용 키오스크

삼성전자 - 포토키오스크

GS칼텍스 - 아웃도어 키오스크

성남 중원어린이도서관

건강측정 키오스크

기아모터스

W헬스클럽

SS병원 무인수납키오스크

농협 - 전자필경대

여객선 승선 홈티켓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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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Case

공항 출입국 관리소

고령군청 안내 키오스크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박동진 판소리 연구관

한국로슈

LIG 아트센터

국립 암센터

국회의사당 주차안내

화성시 문화재단

공장자동화 키오스크

전쟁기념관 안내 키오스크

압구정역 역사 내

빌딩 안내 시스템

파스테르연구소

페어 코리아

삼성인력개발원

병원 안내 키오스크

포토 키오스크 렌탈

주차안내 시스템

LIG 안내 시스템

고려제강 전시장

벽체형 키오스크

화이자제약_Eraxis

무열왕릉 포토 메일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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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Case

병원수납용 키오스크

안내 키오스크

대창 회사 안내시스템

한국 잡월드 게임 키오스크

고려제강 전시장 - 멀티비젼

고려제강 전시장 - 매직밀러 사용

전시장 렌탈

하이리빙 주문결제 키오스크

하나로클럽

압구정역사- 안내키오스크

관악구의회

병원 안내 키오스크

잡월드 안내 키오스크

전시장 렌탈

산림청 안내 키오스크

서울 시네마 티켓발권 키오스크

경희한방병원 - 진료 키오스크

롯데백화점

경남 창원 SeenTec

세라젬 진료안내 키오스크

병원 안내 키오스크

삼성전관 안내 키오스크

한국 잡월드 테블렛PC 키오스크

캐논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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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Case

하이리빙 상품주문 키오스크

안내 키오스크

대전 과학관

대한체육진흥공단

전시장 안내 키오스크

다래파크텍 주차관제 키오스크

포토 키오스크

안내 키오스크

용평스키장 - 쿠폰발급 키오스크

용평스키장 입장권발매 키오스크

정육마트 안내 키오스크

JTBC 포토 키오스크

SK전시장

롯데백화점 포토 키오스크

호텔안내 키오스크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농협 하나로마트

상주 약수터 - 옥외형 키오스크

군산대학교

야스카와 안내 키오스크

화이자제약_타이가실

전시장 안내 키오스크

세브란스병원 로비

SFX-모바일티켓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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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Contents team
17년 노하우를 가진 (주)고려디지웍스 디자인팀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멀티미디어 종합부분(디자인 전문
인력 16명 자격신고)과 한국소프트웨어사업협회에 자격신고가 되어 있는 업계 최고의 디자인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전담
팀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분야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과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KIOSK 미래형 디지털
디자인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Web Contents Design Team 보유기술
Kiosk Contents Design / 매장안내시스템 /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 Web Photo System / Flash Game / 플래쉬 애니메이션 /
전자북 솔루션 개발 및 제작 / 3D 모션그래픽 / 여권과 안내솔루션 / 추모관 안내시스템 / 터미널 운행정보시스템 / 연수원 안내시스템

Contents Design 프로젝트 구축 흐름도
일산 레이킨스몰

성호기념관

장수한우 (장수군)

을지병원 연구소

원불교 사이버 추모관

강동구청 체험농장

Contents Design Team Portfolio

삼성전자

롯데백화점 청량리

대우증권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시만텍

강동구청-홍보관

강동구 여권과

평내도서관

인천 M-Park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서울디자인센터-건물안내

대천 동대초등학교

34 _ KORYO DIGIWORKS

K - KIOSK _ 35

2015키오스크국문최종 1904.9.191:16AM페이지36

Vol8

Be a K-kiosk business partner right now!!
Be insured your success by participating in our partnership

K-kiosk Partnership Information
Use diverse benefits K-kiosk provides for your business success.
We are sharing the business with several partners. We want to grow and develop with passionate partners in the field of technical
partnership, design, plan, manufacturing, and sale. You will soon discover how we can help you with streamlining operation,
expanding sale, and practicing the skill for you to enter into high-growth field.

The value to be obtained through Partner Program
If you cooperate with K-kiosk, you cooperate with industry-leading company which has better experience than one of any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y.

For your offering
Facebook: www.facebook.com/7kiosk
COPYRIGHT KORYODIGIWORKS ALLRIGHTS RESERVED. VOL.08/ 11- 2014

*Perform more intelligent affair.
*Secure competitive edge
*Capture and obtain new insight to induce and maintain the success
Reorganize you business by cooperating with K-KIOSK through skill obtainment, business, and customer satisfaction.
K-kiosk compensates for your investment through the higher-value support.

Membership level
It is a systematic framework providing useful benefit to help with partner's business success
and make mutual relation more close. We can improve partner level by proving success and
obtaining the point through platinum partner, certified partner.
* Expertise test, business and skill certification
* Profit creation
* Present success cases
* Obtain a high level of customer satisfaction
Thank you for being interested in our K-kiosk partnership program.
Please fill in the application for admission and present us the outline of you and your company.
Thank you for choosing K-KIOSK.
Inquiry e-mail for partnership ; kkiosk20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