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치 명함
서비스 소개

TOUCH & SHOW
스마트폰에서 터치해서 보는 터치명함 서비스



모든 것을 터치해서 보는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지만 …

종이명함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디지털로 담아
명함의 디자인을 느끼며, 터치해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감성 명함이 필요합니다. 

왜 스마트폰에서 터치해서
보는 디지털 터치 명함은
없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리멤버’ 서비스도 명함을 스캔해서
관리하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터치 명함을 사용해 보세요!

인에이블와우의
디지털 터치 명함은?

명함 이미지에 다양한 정보를 삽입해
디지털 웹 콘텐츠로 제작된 명함.

자신만의 URL로 공유해
명함을 스마트폰에서 웹 페이지처럼 열어서
터치하면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메타버스 터치 명함.

Touch
Show

https://popii.co.kr/touchcard/kevinyun/클릭

https://popii.co.kr/touchcard/kevinyun/


터치명함 특징 종이명함과 똑같은 디자인 이미지 안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터치해 볼 수 있는 디지털 명함

보여주고 싶은 다양한 정보를 삽입해
터치해 보여줄 수 있음

터치 명함을 자신의 홈페이지처럼
이용할 수 있음

URL로 생성된 터치 명함은
어디라도 공유, 언제라도 수정 가능

명함 이미지에 사진(이미지),URL,오디오,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들을 삽입해 제작할 수 있어

PC나 스마트폰에서 삽입되어 있는 콘텐츠를
터치해 볼 수 있습니다

URL이 생성된 자신만의 웹페이지로 제작되어
터치 명함을 자신과 회사를 소개하는 자신만의

홈페이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된 터치 명함은 메신저,문자,이메일 등 어디라도
공유할 수 있고,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어서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다시 제작하지 않고
정보를 업데이트해 관리 할 수 있습니다.

URL : www.touchcard/kevinyun



터치명함 샘플

https://popii.co.kr/touchcard/kevinyun/ https://popii.co.kr/touchcard/kimdahee/

https://popii.co.kr/touchcard/damyangfruits/https://popii.co.kr/touchcard/ktMmobile/
/

※ URL을 클릭하면 터치 명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popii.co.kr/touchcard/kevinyun/
https://popii.co.kr/touchcard/kimdahee/
https://popii.co.kr/touchcard/damyangfruits/
https://popii.co.kr/touchcard/ktmobile/


제작 수량 및
가격 등

제반 사항 결정

계약및샘플컴펌 소스제공및제작 제작완료

제작 프로세스 및 비용

명함 이미지
소스 제공 및

제작 진행

제작완료 및
URL 전달

제작
비용

제작
프로세스

✓ 제작 수량에 따라 제작 비용 별도 협의
✓ 생성된 터치명함 URL의 업로드 방법에 따라 서버 트래픽 비용 추가

* 고객 자체서버(또는 사용중인 클라우드) 이용 : 제작비용 Only
당사 서버(클라우드) 이용 : 제작비용 + 서버 트래픽 비용



인에이블와우?
ABOUT US

이미지(사진)에 원하는 콘텐츠를 삽입해 이를 코딩/개발 없이 터치 콘텐츠로 제작해
어디서든 터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터치 콘텐츠 제작 솔루션을 보유.

배경 이미지에 원하는 Object를 선택해
삽입하면 Object에 Touch Trigger가
연결되어 함께 삽입되고, 터치 위치와
영역을 Touch Trigger로 설정하고
Object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 후 바로
웹 콘텐츠로 생성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등록특허 7개



Contact
대표 윤철민 I   010-3010-1415   I    enablewow.kevin@gmail.com

과장 이지환 I   010-4918-5784   I    enablewow.JH@gmail.com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5길 11 에스팩토리 B동 2층
www.pola-sh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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