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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동차, Zytronic 기반터치테이블로
80 곳의디지털대리점 개설
영국뉴캐슬, 2016 년 XXXXXX. 80 개딜러로 구성된 터키의 강력한 현대자동차
딜러네트워크가 Nerotouch 에서 개발한 43 인치(대각선)터치테이블을 설치한 이후,
Zytronic 에서 공급하는 맞춤 설계한 40 포인트멀티터치 MPCT™ Projected Capacitive
Technology 터치센서를 사용하여 디지털 대리점 모델로 옮겨가고 있다. 앞으로 몇 개월
내에 터키의 쇼핑몰과 전시공간 및 기타장소에 10~20 개의 테이블이 더 설치 될 것으로
예상된다.
Nerotouch 의 매니징파트너인 Asil Kubilay 에 따르면, “현대는 처음에 대리점의 분위기와
고객체험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들고 우리에게 접근했다. 우리의 권고로 현대는
프로젝트범위를 수정했고, 우리는 고객이 도움없이 사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업팀에서
영업프로세스의 통합부분으로도 사용 할 수 있는 독특한 멀티터치테이블을
개발했다”고한다.
Nerotouch 는 터치테이블을 설계, 제작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사용되는 멀티터치
소프트웨어도 제공했다. 영업팀은 테이블을 사용하여 고객을 위한 자동차를 구성하고
완성된 결과를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다. 현대는 여러 다양한 터치기술을 평가했지만
Nerotouch 의 권고로 Zytronic 의 ZYBRID 멀티터치센서를 선택했다. Asil Kubilay 는
“Zytronic 센서는 소량으로 맞춤설계 할 수 있으며, 영업사원과 고객이 판매를 논의할 때
여러개의 터치입력을 안정적으로 다루면서 진정 뛰어난 사용자체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서“Zytronic 센서를 토대로 우리는 매끄러운 외관 못지 않게 원활한 조작이 인상적인
터치테이블을 개발 할 수 있었다. 또한 Zytronic 은 전체유리로 된 이음매없는 테두리에
현대로고를 넣어 스크린의 외관을 개선했다. 겉모습, 느낌, 작동방식이 모든것이 초대형
태블릿 컴퓨터와 같다"고 설명했다.

Nerotouch 는 자동차쇼룸 여기저기로 쉽게 이동 할 수 있어 대리점 경영진이 신모델 옆에
테이블을 갖다 놓는 등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 배치를 바꿀 수 있는 테이블을 개발하여
현대의 기대를 뛰어 넘을 수 있었다. 또한 고객과 직원을 위한 가장 편리하고 생산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장소를 달리하면서 시험해볼 수 도있다. 맞춤 설계한
43 인치 ZYBRID® 터치센서는 열강화처리된 4mm 의 AG etching 유리로 제작하며, 최고의
내구성과 손가락 미끄러짐에 최적인 낮은 “정지마찰” 표면 그리고 천장조명 아래 뛰어난
이미지가시성을 접목하고 있다.
-끝Nerotouch 소개
터키이스탄불에 본사를 둔 Nerotouch Interactive Technologies 는 대화형터치 포인트제품을
설계한다. 이 회사는 감도높고 견고한 대형대화형하드웨어와 함께 적절하고 기능적인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맞춤제작의 일체형 대형멀티터치플랫폼을 생산한다. Nerotouch
제품은 쇼룸, 소매점, 박물관, 교육기관, 정부기관등, 기본적으로 업계와 최종사용자가
만나는 어떤 장소에든 놓인다. Nerotouch 제품은 회의실과 프레젠테이션플랫폼의 요구를
충족시켜 기업으로부터 도각광을 받고 있다. 혁신과 사용자체험은 모든 Nerotouch 제품의
설계과정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 Nerotouch 는 피지털(phygital) 혁명의 선도기업으로,
완벽한 옴니 채널체험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디지털화 하는데 전념한다.
Zytronic 소개
국제적으로 많은상을 수상한 Zytronic Displays Ltd 의 터치센서 가전세계에서 ATM,
디지털사이니지, 셀프서비스키오스크, 게임기는 물론 산업 및 의료 OEM 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회사의 성공은 85 인치 이상의 맞춤디자인에 사용 할 수있는 내구성 높은 특허
받은 터치감지기술에 기초한다.
Zytronic 은 잉글랜드 뉴캐슬의 제조 및 R&D 센터 외에 타이베이, 도쿄, 애틀랜타에
영업사무소를두고 있으며 전세계 대리점 및 유통업체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zytronic.co.uk/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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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ytronic PR:현대, Zytronic 기반터치테이블을 사용하여 디지털 대리점설립
사진설명: 고객과영업팀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 Nerotouch 에서 Zytronic
터치센서를사용하여개발한 43 인치멀티터치테이블이터키의현대자동차대리점
80 곳에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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