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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finding Solution 
TURTLE LAB 

Wayfinding Solution 

매장의 위치를 찾는 고객과, 효과적인 홍보를 원하는 건물주를 위한 

가장 속 시원한 건물안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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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내 솔루션은 초기설치 이후에도 위치정보와 시설
안내 및 홍보콘텐츠의 지속적인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콘텐츠입니다. 

건물안내 전문 솔루션 “쿨맵”은 기존의 길안내 솔루션이 초기 개발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여 쿨맵 전용 관리자 프로그램
으로 위치정보 수정 및 각종 안내정보를 손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 및 공지사항, 디지털브로셔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를 찾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 

쿨맵 솔루션 특징 
Solutio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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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기능 & 확실한 길안내 기능 
복잡하고 자주 사용되지 않는 기능은 빼고 안내와 홍보에 필요한 기능으로 구성된 실용주의 솔루션 입니다. 
또한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 까지 나타나는 이동경로 표시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을 찾는데 확실한 가이드 역할을 수행합니다. 

초기 개발 비용 및 지속적인 유지비용 절감   
기존의 건물안내 컨텐츠와는 다르게  입력된 모든 데이터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수정 할 수 있는 전용 관리자 
프로그램이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길안내 서비스의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솔루션 도입기간의 축소 
쿨맵은 길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오랜 개발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사용자가 필요로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CoolMap Basic 2.0” 솔루션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특정한 디자인과 기능만 커스터마이징 적용해 드립니다. 

쿨맵 솔루션 특징 
Solution Point 



Watfinding Solution 
TURTLE LAB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위치 및 다양한 건물정보를  

관리프로그램으로 신속 간단하게 수정 합니다. 

건물특징, 이용안내, 주차안내 등 다양한  

소개페이지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현재위치에서 목적지 까지 가는 경로를 표시하여  
더욱 정확한 길안내를 제공합니다. 

직관적이며 세련된 맵 디자인과  

실용적인 UX 디자인을 지원합니다.  

초기 제작 설치비용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까지 

합리적인 견적으로 적용해드립니다. 

동영상과 이미지 파일을 스케줄에 맞게 

표출하여 효과적인 광고매체로 활용됩니다. 

쿨맵 솔루션 특징 
Solutio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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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맵 사용 구성도  
Process Diagram 

■ 네트웍 통합관리  :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상가건물 또는 관광지에 설치된 다수(n개)의 플레이어를 쿨맵 매니저 프로그램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하는 One Point Control 방식을 지원합니다. 

Player.1 
지상 7층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 

Player.2 
지상 1층 백화점 로비 

Player.3 
건물 외부 안내데스크 

Network 
통합관리 

매니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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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Editor 

쿨맵 기능소개 

  지도 편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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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맵 기능소개 
지도 편집기능 / Map Editor 

▼ Coolmap Manager Program 

이동경로 생성 

쿨맵은 현재위치에서 선택한 위치로 이동하는 경로를 

화살표 툴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툴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이 플레이

되며 기울기와 색상을 변경하여 3D 맵에도  알맞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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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맵 기능소개 
지도 편집기능 / Map Editor 

▼ Coolmap Manager Program 

다중구역 사용 매장 선택 영역 설정 

Click 

1개의 매장이 2개 이상의 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선택되는 영역을 다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은 기울기와 색상을 변경하여 맵 디자인에 

적절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위치 1 

사용위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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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 

지에스텍 

웅진식품 

파나소닉 

엔터플라이 

넥스디스플레이 

한국아트멜 

비즈니스센터 
자부심을 높여주는 최고의 비즈니스 공간! 
최고의 CEO를 위한 관악산과 남산 등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쿨맵 기능소개 
지도 편집기능 / Map Editor 

텍스트 정보 입력 

▼ Coolmap Manager Program 

자주 수정이 될 수 있는 위치 설명 문구등을 에디터

에서 바로 쓰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폰트 종류와 색상을 선택하여 간략한 타이포 그래픽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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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맵 기능소개 
지도 편집기능 / Map Editor 

공공시설 아이콘 세팅 

▼ Coolmap Manager Program 

Click 

엘리베이터, 화장실, 비상구 등 건물에 주요 공공  

시설에 대한 아이콘을 추가하여 간단히 배치합니다. 

공공시설 아이콘은 필요에 따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비상구 

화장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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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Promotion 

쿨맵 기능소개 

  다양한 광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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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맵은 간단히 이미지 파일을 삽입

하여 E-book 형태의 소개 카달록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카달록은 메뉴판, 브랜드 메거진, 

안내책자, 앨범등의 형태로 위치별 

상세 안내를 해드립니다 

쿨맵 기능소개 
다양한 광고기능 / Media Promotion 

디지털 카달록 (E-Book) 

이미지 파일 을 추가하면 카달록 자동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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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내 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  

매장과 브랜드에 대한 동영상과  

이미지 광고를 재생하는 메인화면

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광고 별로 재생 시간을  조절하여 

중요도에 따라 광고 스케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쿨맵 기능소개 

메인화면 동영상 광고 

다양한 광고기능 / Media Promotion 

광고별 재생시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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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달록, 메인 광고스케줄

과 별도의 포토 갤러리를 사용하여 

행사소개, 건물안내 등 다양한  

사진을 전시 할 수 있습니다. 

쿨맵 기능소개 

포토 갤러리 

다양한 광고기능 / Media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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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Page 

쿨맵 기능소개 

  추가 안내 및 소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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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에 표출되는 스크롤  

자막과 별도의 공지게시판 기능

을 사용하여 입주자와 방문자에

게 공지하고 싶은 내용을 효과적

으로 작성하고 관리 하실 수 있습

니다. 

쿨맵 기능소개 

자막 & 공지게시판 

추가안내 및 소개 페이지 / Information Page 

▲ 

공지게시판 

스크롤 자막 
▼ 

간단히 메시지 작성 후 자막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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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맵은 길안내 서비스를  

기본으로 건물소개, 주차 

이용안내, 오시는길,  시설 

안내 등 클라이언트가 소개

하고 싶은 정보안내 페이지

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페이지는 하단 버튼

을 이용하여 각각의 페이지

에서 개성있게 보여줄 수 있

습니다 

추가 소개 페이지 

쿨맵 기능소개 
추가안내 및 소개 페이지 / Information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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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Area 

쿨맵 적용 사례 

  사용환경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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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맵은 사용되는 장소와 정보의 특성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어울리는 기능 &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복잡하고 사용성이 떨어지는 기능은 줄이고 관리자와 사용자가 
꼭 필요로하는 기능을 갖추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쿨맵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UI로 구성해 드립니다. 

쿨맵 적용 사례 
사용환경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 Us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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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quare 쇼핑몰 & 요식업 매장안내.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유·스퀘어에 적용된 쿨맵은 전형적인 쇼핑몰 
길안내 형태로 가로형 DID와 세로형 Kiosk에 동시 적용되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유·스퀘어에 입점된 매장마다 각각의 카달록을 제공하여 
요식업 매장은 메뉴판 E-Book을 소개하고 다양한 사진과 포스터를 
표출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쿨맵 적용 사례 
사용환경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 Us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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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 비즈니스 센터. 
 
디지털 산업단지 최대규모의 비즈니스 센터 JEI PLATZ 에는 기존에 플래시로  
개발된 길안내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수정이 불가능하고 사용성이 떨어져서  
쿨맵 솔루션을 새롭게 적용하였습니다. 
쿨맵은 지하 4층~지상 15층까지 총 19개 층의 모든 매장과 회사를 안내하며  
건물의 특장점 및 주차안내, 교통정보, 공지사항 등 다양한 소개페이지를  
적용하였습니다. 

쿨맵 적용 사례 
사용환경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 Us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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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의료진 교육센터 ‘코비디엔 이노베이션센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외국계 의료기기 기업 ‘코비디엔 이노베이션 센터’에 쿨맵을 적용하였습니다. 
 230억원 규모의 시설 투자가 된 첨단 교육센터에 맞게 터치스크린 방식과 모션센서 컨트롤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센터 내부 안내와 고가의 장비를 소개하는 동영상 플레이어 및 E-Book 가판대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메디컬 센터 세미나 스케줄을 편리하게 업데이트하여 항상 최신 정보를 표출합니다.  

쿨맵 적용 사례 
사용환경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 Us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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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재래시장 안내 
 
전통재래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골목 상권이지만 대형 마트와 기타 주변 대형 쇼핑몰의  
영향으로 매장의 위치 변동 과 창업 및 패업이  빈번이 발생되는 상황이기에 쿨맵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수정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메인화면에 매달 추천상점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다양한 행사안내를 등록할 수 있어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우는 디지털 마케터로 적용하였습니다. 

쿨맵 적용 사례 
사용환경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 Us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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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oolmap Manager S/W  Coolmap Player S/W  

CPU  Intel Pentium 4 Processor 1.0 GHz 이상  Intel Pentium 4 Processor 2.0 GHz 이상 

OS  
Microsoft®  Window 8 
Microsoft®  Window 7 

Microsoft® Windows® XP 

Microsoft®  Window 8 
Microsoft®  Window 7 

Microsoft® Windows® XP 

Memory  256MB 이상  512MB or More  

HDD  80GB  80GB or More  

Resolution  1024x768 이상  1024x768 이상  

네트워크 환경  TCP/IP를 사용한 고정IP  TCP/IP를 사용한 사설IP, 유동IP,고정IP 선택  

기타 .NET4.0, DirectX 8.0 이상 .NET4.0, DirectX 8.0 이상 

 
동영상 

 
통합 Codec 지원  통합 Codec 지원  

하드웨어 사양 
최소설치사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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