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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ytronic 터치 센싱 기술을 채택한 전천후 키오스크, 자전거 이용자에게 유익 

  

일본의 셀프 서비스 자전거 대여소에 구축되는 산업용 PCT터치 센서. 

  

   

다음 링크에서 저해상도 및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pinnaclecrc.com/PR_PICTURES/Zytronic/ZY398/ 
  

Zytronic의 독점 기술인(PCT™)는 무인 터치스크린에서 최고 수준의 견고성을 구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Zytronic은 이제 자사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인터랙티브 기술이 일본 

유통 제휴사인 Minato Electronics를 통해 새로운 실외 공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자전거 함께 타기에 앞장서온 Pedal LTD.는 친환경적인 Inter Street 대여 키오스크에 

PCT 터치 센서를 통합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빠르고 쉽게 자전거를 

선택하고 대여할 수 있게 되었다. 

  

Inter Street 시스템은 이미 도쿄와 가까운 가와고에 시 전역에 설치가 진행 중에 있다. Zytronic가 

제공하는 견고한 고성능 터치 기능을 채용한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일년 내내 안정적인 

실외 작동은 물론 빠르고 정확한 터치 응답을 지원한다. 각 대여 키오스크에 탑재된 12인치의 

맞춤형 ZYBRID 터치 센서는 신호 대 잡음비 성능 향상을 위해 최신 ASIC를 이용하는 Zytronic 

ZXY100 터치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Zytronic 

제품은 아무리 험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 다른 터치스크린 기술을 제치고 선정되었다. 

http://www.pinnaclecrc.com/PR_PICTURES/Zytronic/ZY398/
http://www.zytronic.co.uk/support/product-info/description/zybrid


 
  

82인치 이상 크기에 적용 가능한 PCT 센서는 XY 매트릭스를 이루면서 라미네이트 기판에 

내장된 초박형(직경 10µm) 구리 콘덴서 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터치스크린은 극한의 악천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셀프 서비스 단말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우발적 및 고의적 손상 형태의 대부분을 방지한다. 이와는 반대로 전면 장착 또는 표면 

기반의 감지 방식에 의존하는 터치스크린 기술은 이러한 분야에 상당히 취약하다. 예를 들어 

저항막 및 표면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 센서는 흠집과 일반적인 마손이 잘 생기고, 광학 및 

적외선 기술을 채택하기 때문에 노출된(따라서 취약한) 전면 장착형 베젤에 송수신 터치 

감지 전자기기를 장착해야 한다.  

  

“Pedal LTD의 CEO 히로시 히라오(Hiroshi Hirao)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면 

그 장점 또한 많다. 도시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낮출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을 장려하여 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당사의 자전거 대여 시스템은 관광객과 통근자 모두 필요한 자원에 더 능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힘을 실어준다”면서 “이 시스템은 일상적 사용의 

혹독함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한편 매끈하고 매력적인 외관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Zytronic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주요 디자인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밝혔다. 

  

Zytronic의 영업 및 마케팅 담당 이사인 이안 크로스비(Ian Crosby)는 “Zytronic 터치 센서는 

영국 런던, 캐나다 몬트리올, 호주 멜버른 등의 도시에 위치한 자전거 대여 키오스크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추가된 것은 당사의 독점 기술인 PCT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지를 의미한다. Pedal LTD. 시스템은 무인 실외 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비바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높은 사용 빈도와 잠재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혹독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서 “PCT를 선택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시스템의 연중무휴 가용성이 보장되며 

운영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작동 중단 시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 끝 -- 

 

 



 
  
Zytronic 소개 

Zytronic은 전자 디스플레이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로서  주요 

제품으로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터치 센서 기술, 성능 및 보호 기능이 향상된 광 필터, 전자파 방출을 

최소화해주는 특수 필터가 있다.  이 밖에도 특화된 응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복잡한 형태의 유리복합재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Zytronic 제품은 정보 키오스크, 웹 전화기, ATM 및 게임기용 전자 디스플레이에 사용되고, 군사용, 컴퓨터용, 

무선통신용, 의료 및 조명 OEM에 의해 사용되며, 전 세계 판매업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 

  
Zytronic은 영국 Tyne & Wear의 Blaydon에 본사와 첨단 제조 시설을 두고 있다.  이 시설들에서는 ISO 인증 

제조 방식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복합 기술을 이용해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Zytronic의 적층, 재료 

과학 및 전자공학 전문가 팀이 마련되어 있다. 

  

자세한 회사 정보는 Zytronic 웹 사이트(www.zytronic.co.uk) 또는 다음 사이트의 Zytronic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edal LTD 소개 

2009년에 설립된 Pedal LTD는 첨단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생산하는 전문업체로, 시스템 개발부터 최종 

구현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pedal.co.j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관련 문의처: 

Sheila Dean (쉴라 딘), Zytronic 

Whiteley Road, Blaydon on Tyne, Tyne & Wear, NE21 5NJ, UK 
전화: +44 (0) 191 414 5511         팩스: +44 (0) 191 414 0545 

이메일: sheila.dean@zytronic.co.uk  

  

기타 사안 관련 문의처: 

아시아 - http://www.zytronic.co.uk/about-zytronic/reps-and-distributors?article=61 

미주 - http://www.zytronic.co.uk/about-zytronic/reps-and-distributors?article=59 

EMEA -http://www.zytronic.co.uk/about-zytronic/reps-and-distributors?article=60 
  

Minato Electronic 관련 문의처:  

Jun Yamaguchi(준 야마구치), Minato Electronic 

4105,Minami Yamada-cho,Tsuzuki-ku,Yokohama 224-0026,Japan 
전화:+81-45-592-5546                            팩스:+81-45-591-9389 

이메일: touch@minato.co.jp 

  

Pedal Ltd 관련 문의처: 

Hiroshi Hirao(히로시 히라오), Pedal Ltd, 

Minamiwatarida No.1 Keihin Building 2F.  
210-0855, Kawasaki-shi, Kanagawa-ku, Kawasaki-cho, Japan 

전화:+81-44-328-7531 팩스:+81-44-328-7532 

이메일:hirao@pedal.co.jp 

  

 

http://www.zytronic.co.uk/
http://www.pedal.co.jp/
mailto:sheila.dean@zytronic.co.uk
http://www.zytronic.co.uk/about-zytronic/reps-and-distributors?article=61
http://www.zytronic.co.uk/about-zytronic/reps-and-distributors?article=59
http://www.zytronic.co.uk/about-zytronic/reps-and-distributors?article=60
mailto:touch@minato.co.jp
mailto:hirao@pedal.co.jp
http://www.youtube.com/user/ZytronicTouchSensor
https://www.facebook.com/ZytronicDisplaysLtd
https://plus.google.com/+ZytronicCoUk/posts
http://www.linkedin.com/company/Zytronic
http://www.pinterest.com/zytronic/
https://twitter.com/Zy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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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tratton Street, London, W1J 8LQ,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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