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메이트?

쇼메이트는 이미지 위에 다양한 콘텐츠를 터치버튼과 함께
삽입하여, 터치 디바이스에서 터치해 볼 수 있는 웹 페이지를
개발(Coding)없이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혁신적
터치 웹 콘텐츠 제작 솔루션입니다.
한 장의 이미지 위에 원하는 콘텐츠를 숨겨놓고,
이를 Web, App 어디서든 숨겨져 있는 터치버튼을 터치함으로써
마법처럼 숨겨진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

쇼메이트 편집기에서 만든 HTML 파일은 서버에 업로드하여 App과 Web 어디서든 바로 보여줄 수 있고, URL로 쉽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개발(Cording)없이도 이미지 위에 원하는 콘텐츠들을 삽입해 쉽고 빠르게 터치 웹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쇼메이트 파일(Stap)로 저장해 활용

Show Mate Editor
제작된 쇼메이트 파일은 ‘저장’하여 Stap 파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ap 파일은 언제든 다시
에디터로 불러와 편집하거나 PC에서 쇼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HTML로 변환해 다양한 웹기반 용도로 활용
[User의 웹서버]

쇼메이트 웹 기반 PC 에디터에서 누구나 몇번의

제작된 쇼메이트 파일을 ‘내보내기’하여 HTML
확장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HTML
파일은 서버에 업로드해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웹
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릭만으로 쉽고 빠르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배경 이미지에 원하는 콘텐츠를 삽입하여
마법 같은 멋진 터치 웹 페이지를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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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메이트 활용

스마트폰과 웹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밋밋한 팝업만 띄우시나요?”
마법 같은

인터랙티브 팝업을
만들어보세요

쇼메이트 팝업은 한정된 정보만 전달하는 그동안의 밋밋한
팝업에서, 확 바뀐 인터랙티브 터치 팝업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하나의 이미지에 마음껏 담아 제작한 쇼메이트
파일을 HTLM로 변환해서 기존 팝업 이미지와 교체해 보세요.
유저는 팝업에 숨어 있는 반짝이는 콘텐츠들을 터치하면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유저들에게 팝업이 더 이상 광고가
아닌 재미있는 콘텐츠로 보게 될 것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멋진 터치 콘텐츠를? ”
콘텐츠가 숨겨져 있는 터치 이미지!
DIY 터치 콘텐츠 메이커.

다양한 콘텐츠를 숨겨놓은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제작하고,
HTML을 추출하여 어디서나 쉽게 보여주고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코딩 없이도 개인도 쉽게 터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터치해서 보여줄 수 있는 터치
콘텐츠를 마음껏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DIY 터치 콘텐츠
제작 툴을 경험해 보세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클라이언트에게 멋진
보여주세요!

데모를

프로토타입 데모 같은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면, 쇼
메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이미지 한 장에 원하는 정보를
삽입해 실제 구동되는 것 같은 멋진 데모를 터치하여
바로 바로 보여주세요. 터치하며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으로 고객을 바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쇼메이트 활용

스마트폰과 웹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웹 페이지, 이젠 간단하게 해결! ”
간단한

한 장의 웹 페이지는 터치 몇 번이면 완성!

웹 페이지를 개발(Coding)없이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위에 원하는 콘텐츠를 터치 버튼과 함께 삽입하고, 이를
HTML파일로 변환해 웹서버에 업로드만 하면, 한 장의 웹페이지가
완성되고 숨겨져 있는 여러 콘텐츠들을 터치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임시로 웹 페이지를
만들어야 할 때, 그리고 한 페이지내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보여주
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전문가가 아니어도 바로 만들 수 있죠! ”
알리고 싶은 소식과 정보를

웹 링크로 앳지있게!

이제는 개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개인용 쇼메이트 웹페이지를 누
구나 쉽게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웹 페이지는 URL을 공유를 통해 쉽게 전달하고, 또 수정
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초대장, 소개자료, 포
트폴리오 등 알리고 싶은 정보들을 웹 링크로 앳지있고 멋지게 알
릴 수 있습니다.

쇼메이트 이용하기

쇼메이트는 학습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쉽고 간단합니다.

Step 1.

‘만들기’를 눌러 제작하실 배경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열기‘를 눌러 기존에 만든 Stap 파일을 불러와 편집할 수 있습니다)

Step 2.

배경 이미지 위에 넣고 싶은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웹, 오디오)를 선택
하여 콘텐츠를 함께 삽입합니다. 삽입 완료된 콘텐츠에는 항상 터치
버튼(탭콘)이 같이 생성됩니다.

Step 3.

터치 버튼(탭콘)과 콘텐츠의 위치/크기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콘텐츠의 테두리와 나타나는 효과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와 크기 조절 : Drag, 효과 설정 : 콘텐츠 위에서 우클릭>편집)

Step 4.

쇼 버튼을 클릭하시면 탭콘과 콘텐츠가 이미지에 원하는 대로
삽입되었는지 쇼화면에서 실제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5.

파일을 다시 편집할 수 있는 파일(Stap)로 저장합니다.
저장 위치는 PC에 세팅 된 다운로드 경로에 저장됩니다.

Step 6.

작업이 완료된 파일과 저장되어 있는 Stap파일은 언제든
‘내보내기‘를 통해 HTML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쇼메이트 이용하기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소소들을 미리 준비해서 배경 이미지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삽입하고 효과를 적용해 보세요.

편집한 파일을 HTML로 변환 하기 전에
쇼메이트 파일로 PC 저장할 수 있습니다.

PC에 저장해 놓은
쇼메이트 파일(Stap)을
불러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삽입된 콘텐츠들을 터치 버튼만 남기고
한꺼번에 감추고 또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웹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는 HTML파일로
변환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터치 버튼이 숨겨져 있는 곳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삽입된 리소스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동영상,웹사이트,오디오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삽입 된 콘텐츠는
터치 버튼도 함께 생성됩니다.

새로운 파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 선택)

가이드에서 자세한 이용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한 파일을 바로 쇼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폅집]
삽입된 콘텐츠 위에서
우클릭하면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삽입]
콘텐츠가 이미지일 경우
이미지 안에 또 다른 콘텐츠를
삽입할 수 도 있습니다.

Enable Wow는 세계최초로 User가 직접 이미지,문서,동영상 그리고 VR/AR 영상에까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콘텐츠를
삽입하고 이를 다양한 터치 디바이스에서 터치해 자유롭게 움직이며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Touch Contents Trigger 기술로
터치 콘텐츠 시대에서 개인과 기업에게 새로운 혁신과 경험을 창출할 것입니다.

쇼메이트 사용계약 및 제휴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길 9-3 세양빌딩 2층

enablewow.showmate@gmail.com
070-4172-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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