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맥스는 국내 외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기획 · 개발하고 있으며, 나아가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명록 업계 최다 실적



이지맥스는 제품의 설계부터 디자인, 제조 및 생산, 납품, 유지보수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완제품의 검수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또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1년 무상으로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자체 설계 / 제조 기술 (자체 공장 보유)



디지털 방명록 [얼티메이트]

판매

얼티메이트 21.5인치 15.6인치

전체 규격 635 x 550 x 1130 mm 530 x 450 x 1130 mm

무게 50kg 45kg

디스플레이 상단 21.5인치 타블렛 / 하단 24인치 상단 15.6인치 타블렛 / 하단 24인치

해상도 Full HD Full HD

카메라 750만 화소 750만 화소

전용펜 무선 무건전지 전자펜 무선 무건전지 전자펜

소비전력 140W 135W

얼티메이트 제품은 21.5인치와 15.6인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문 제작되는 제품으로 판매만 가능합니다.



디지털 방명록 [테이블]

판매 렌탈

테이블 13.3인치

전체 규격 407 x 175 x 550 mm

무게 12.5kg

디스플레이 13.3인치 타블렛

해상도 Full HD

카메라 750만 화소

전용펜 무선 무건전지 전자펜

소비전력 123W

테이블 제품은 13.3인치의 타블렛이 탑재되었고, 테이블 위에 올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와 렌탈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 방명록 [스탠드]

렌탈

스탠드 15인치

전체 규격 502 x 470 x 1118 mm

무게 28kg

디스플레이 15인치 타블렛

해상도 Full HD

카메라 750만 화소

전용펜 무선 무건전지 전자펜

소비전력 127W

스탠드 제품은 15인치의 타블렛이 탑재되었고, 단기간 행사에 많이 사용됩니다.
렌탈만 가능합니다.



디지털 방명록 [듀얼]

판매 렌탈

듀얼 제품은 15.6인치와 15인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판매(중고)와 렌탈 모두 가능합니다.

듀얼 15.6인치 15인치

전체 규격 578 x 530 x 1805 mm 578 x 530 x 1805 mm

무게 60kg 58kg

디스플레이 상단 17인치 / 하단 15.6인치 타블렛 상단 17인치 / 하단 15인치 타블렛

해상도 Full HD Full HD

카메라 750만 화소 750만 화소

전용펜 무선 무건전지 전자펜 무선 무건전지 전자펜

소비전력 135W 132W
※ 중고 제품 판매: 15.6인치의 경우 타블렛은 새제품이 탑재됩니다.



디지털 방명록 [태블릿PC]

판매 렌탈

일체형PC로 협약식에서 많이 사용되고 현재 두 종류의 제품이 있습니다.
판매와 렌탈 모두 가능합니다.

태블릿PC Microsoft 서피스 프로7 (판매) Asus 비보북 13 (판매/렌탈)

전체 규격 292 x 201 x 8.5 mm 310 x 190 x 8 mm

무게 0.77kg 0.78kg

프로세서 Intel Core i5 Intel Pentium Silver N6000

OS Windows 10 Home Windows 11 Home

저장장치 SSD 256GB SSD 128GB

포트 USB-A 1개 / TYPE-C 1개 TYPE-C 2개

디스플레이 12.3인치 13인치

해상도 Full HD Full HD

카메라 전면 500만 화소 / 후면 800만 화소 전면 500만 화소 / 후면 1300만 화소

전용펜 전용펜 (AA건전지) 전용펜 (TYPE-C 충전식)

소비전력 65W 65W



디지털 방명록

이지맥스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시작화면(메인화면)과 작성화면으로 나뉘며, 디자인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료를 보내주시면 화면 디자인을 제공해드립니다.

※ 시작화면: 배경 디자인, 버튼 디자인 및 위치 변경 가능합니다.
※ 작성화면: 배경 디자인, 카메라 크기 및 위치 변경 가능하며 카메라 미 사용시 환경설정에서 OFF 가능합니다.

시작화면 샘플1 시작화면 샘플2 시작화면 샘플3 시작화면 샘플4

작성화면 샘플1 작성화면 샘플2 작성화면 샘플3 작성화면 샘플4



디지털 방명록 & 디스플레이 연동

디지털 방명록을 작성하면 연동된 디스플레이로 데이터가 나타나는 방식 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여러 장의 데이터가 좌측으로 슬라이드 되며, 화면상에는 최대 15장까지 보여집니다.



추첨 프로그램

디지털 방명록을 사용한 이후에 저장된 데이터 중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추첨 시 데이터의 개수 제한이 없으며, 추첨되는 인원의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추첨 프로그램의 이펙트와 긴장감 넘치는 배경 음악이 잘 어우러져 이용자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다국어지원

이지맥스는 해외 납품 경험으로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 외 특정 국가의 언어가 필요할 경우에는 문의바랍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그 외 다수



전자서식 & 서명 [지폼]

이미지화 된 문서 (JPG, BMP, PDF 등)를 전자 서식으로 단 한번만 등록하면 인쇄할 필요 없이 문서 작성 및 서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이 사용하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므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업무용 메신저

사내 망을 활용한 메신저로 해킹의 위험이 낮고, 깔끔한 디자인과 기본적인 대화창 외에
대용량 자료 전송 등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다수 구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