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Signage System
Smart Display



손 끝으로 만나는 세상

귀사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고객과 구성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Digital Display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KIOS, Digital Signage, Interactive 

Board (전자칠판) 등의 다양한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을 구축해 드립니다.

Auto & S.I 가 새로운 정보전달의
세계로 인도하겠습니다.

Digital Signage System
Smart Display



From Kiosk system… to Interactive Board System

KIOSK System

01 무인 안내 시스템으로 회사, 업무, 부서, 건물 안내 및
공지사항 표출이 가능합니다.

Various Products

Digital Signage System

02 다양한 형태를 컨테츠 (동영상, 사진, 문자 등)를 방송 스케줄에 의해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Interactive Board System ( 전자칠판 )

03 다양한 업무 자료와 함께 미팅내용을 저장할 수 있어
회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From Design … to Development & Maintenance

토탈 솔루션 & 서비스

01 저희 “오토엔에스아이”는 사업장에 맞는 제품과 컨텐츠 제공을 통해
사용자 편의 증대 및 기업 이미지 향상 할 수 있습니다.

Total Service

합리적인 가격제안

02 고가의 기존 장비와는 달리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03 콘텐츠 제작, 제품 설치, 사후관리 등의 3가지 요소를 통해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이 가능합니다.



무인 안내 시스템으로 회사, 업무, 부서, 건물 안내 및 공지사항 표출이 가능합니다.
KIOSK & Digital 
Signage system

Building Directories Way FindingEven Information

Buyer Welcome Notice InformationBuilding Information



•디지털 정보 표출 시스템으로 다양한 형태를 컨테츠 (동영상, 사진, 문자 등)를 방송

스케줄에 의해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KIOSK & Digital 
Signage system

In-Company Advertising

Lay-Out 
Information

Count room

Various Date 
Information



DISPLAY PANNEL

01 LG 패널 , 고휘도, 1080P HD, 강화유리.
02

03

High Stability

산업용 전자부품, 쿨링 시스템, 누전방지

High Specification
멀티 화면 분할 , 멀티 인터페이스, 멀티 포맷지원, 리모트
원격관리 , 고사양 제품보드

1,2,3 화면 분할

Network type
Local type

KIOSK & Digital 
Signage system



Interactive Board System
전자 칠판

다양한 업무 자료와 함께 미팅내용을 저장할 수 있어
회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Multilateral 
Conference

Multi Device 
Compatibility 

Easy Pen Software

Various Format File

Easy Operation



Interactive Board System
전자 칠판

Inch Size (mm)

43 1018*606*73

55 1280*760*73

65 1510*920*73

75 1730*10487*73

Display TFT-LED

POWER 220V , 50~60hz

Resolution 1920x1080 HD

Touch FPD Type

OS Windows7,8

Wight 50~115kg

Stand Table

Control Pa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