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의 인터랙티브 간판 앱 플랫폼

MULTITOUCH-APPSTORE.com



인터랙티브 마케팅 / 정보 / 엔터테인먼트 / 협력

훌륭한 APPS. 더 큰 터치 솔루션.
대규모 대화 형 간판 터치 스크린을위한 최초의 전용 앱 플랫폼.



직관적 인 터치 CMS를 사용하여 매우 독

특한 개별 대화 형 간판 솔루션을 위해 앱

과 위젯을 쉽게 관리하고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터치 디스플레이, 테이블, 키오스크 

및 비디오 월을위한 전문 대화 형 간판 소

프트웨어가 포함 된 세계 최초의 전문 앱 

스토어.



첨단 기술

모든 대형 터치 스크린에서 무제한 

멀티 터치 및 멀티 유저 컨트롤 및 

객체 인식.

바로 사용 가능한 앱

대화 형 간판 앱을 처음부터 개발하

는 대신 사용자 정의하면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콘텐츠, 당신의 디자인

독창적 인 컨텐츠와 스타일을 매력

적인 대화 형 경험으로 바꾸십시오.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



모든 멀티 터치 스크린, 테이블, 키오스크 및 비디오 룸



제조자를 위해

완벽한 솔루션을 위해 전문적인 터

치 스크린과 혁신적인 다중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십시오.

 회사용

판매 시점 및 정보에서 귀사의 제품 

및 브랜드를 효과적인 마케팅 솔루

션으로 전환하십시오.

창의자용   

기업 디자인에서 콘텐츠로 자신의 

대화 형 간판 솔루션을 사용자 정의

하십시오.



통합된 사물 인식형 기술

복잡한 메뉴 구조 대신 사용자는 터치 스

크린 표면에 물리적 인 물체를 배치하여 필

요에 따라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APPSUITE : 터치스크린 CMS

소프트웨어 유형

기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Windows 설치 
프로그램)

운영체제

Windows 7 / 8 / 10 (32/64 비트)

디스크 공간

~1 GB

터치 프로토콜

TUIO & WinTouch
통합 물체 인식 기술

AppSuite는 기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 설치됩니다. 
효과적으로, AppSuite는 대화식 운영 체제로서 터치 스
크린의 중앙 표면을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앱과 프로젝트
가 관리되고 시작됩니다. AppStore에 연결하면 최신 업
데이트 및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중 사용자 APPS

다음을 기반으로하는 모든 앱

eyefactive 멀티터치 SDK (C ++ / OpenGL)

지원되는 터치 포인트 / 사용자

객체 인식을위한 무제한 + 지원

지원되는 터치 스크린

화면, 테이블, 터미널, Steles, 비디오 월, 태블릿 (
윈도우)

지원되는 터치 기술

PCAP, IR 프레임, InGlassTM,  카메라 기반

대용량 터치 스크린의 대화 형 앱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개
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에서는 거
의 상상할 수없는 다중 사용자 : 다중 사용자입니다. 하나의 디
스플레이에서 여러 사람과 동시에 또는 동시에 응용 프로그램
을 제어하려면 인간 - 컴퓨터 상호 작용의 진화가 묘사됩니다.



가상 선

소셜 미디어

멀티미디어 콜라주

파일 탐색기

지도 / 관심 분야

피드백

형태

퀴즈

멀티 플레이어 게임

웹 사이트

...



정보시점

판매시점 재미시점

쇼핑몰 // 쇼핑 센터 // 뮤직 / 호텔 / 
// 레스토랑 // 포이저 // 공공 공간 // 
대중 교통 // 무역 쇼 // 이벤트 / 바 / 
클럽 // ...



상호작용적인 
터치 스크린 솔
루션은 왜 중요
한가?

고객 만족을 최고조로 이끄십시오.
판매 시점, 정보 및 오락에서 매력적인 상호 
작용 경험을 제공하십시오.

효과적인 정보 검색
대화 형 인포테인먼트와 메시지를 결합하여 
잠재 고객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하십시
오.

매출을 더 많이 올리십시오!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의 인식
을 얻으십시오.

연락하십시오 
대화 형 양식 및 피드백 기능으로 고객을 파
악하고 리드를 창출하십시오.

성공을 측정하십시오
가장 성공적인 컨텐츠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
하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십시오.



에콰도르 국립 축구 관 박물관
대규모 LCD 터치 스크린 테이블의 맞춤형 앱



독일의 마스 / 페디지인을위한 혁신적인 상점
투명한 터치 스크린 상자에 맞춤화 된 앱



ZAAGTECH / AIMS @ INFOCOMM MEA, 두바이
대규모 lcd 터치 스크린 벽에 맞춤형 앱



최적화된 미디어/다양한 제약
대형 터치 스크린 벽의 가상 제품 선반





라이센스 및 가
격

구매하기 전에 시도하십시오
기능 제한없이 AppSuite 및 모든 앱을 무료
로 다운로드하고 테스트하십시오.

융통성있는 라이센스
실제로 필요한 앱 및 기능에 대해서만 비용
을 지불하십시오.

무제한 프로젝트
하나의 라이센스로 타겟 시스템에 무제한 프
로젝트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위젯
모든 앱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간단한 
미디어 유형 및 컨테이너는 위젯처럼 무료로 
제공됩니다.

점진적인 할인
획득 한 라이선스가 많을수록 할인이 높아집
니다.



무료 버전 시간 제한 라이센스 전체 라이센스

APPSUITE CMS

무료 업데이트

전체 기능

프로젝트 및 MODS 만들기 제한 없는 제한 없는 제한 없는

필요한 등록 1 단계 2 단계 2 단계

워터 마크 및 팝업 없음 -  (일시적인)

비용 / 장치 비어 있는 €29,00/일 에서부터 €199,00 ~부터 

APP 라이센스 : 비교



다운로드

모든 Windows PC/미디어플

레이에서 AppSuite CMS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하

십시오.

배포

모든 터치 스크린, 테이블, 키

오스크, 터미널 및 비디오 벽

을위한 개별 소프트웨어 솔

루션.

개인화하기

AppStore를 통해 앱을 다운

로드하고 콘텐츠 및 디자인으

로 쉽게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콘텐츠

너의 디자인





APPSUITE CMS : 백엔드

홈 화면

객체 인식 툴

데모 프로젝트

지원 센터

사용하기 쉬운 그래픽 인터페이스

APP 브라우저



지원되는 형식 및 인터페이스

픽셀 형식의 제품 이미지 및 정보 차
트와 상호 작용 (JPG / PNG)

애플 퀵타임 또는 MPEG와 같은 일
반적인 형식으로 비디오 예고편을 

재생하십시오.

브로셔 및 프리젠 테이션에 대한 일
반 pdf 문서를 통합하십시오.

텍스처를 포함하여 Assimp 프레임 
워크가 지원하는 대화식 3D 포맷.

HTML5 및 Flash를 사용하여 인터랙
티브 한 웹 컨텐트를 온라인 및 오

프라인으로 보여줍니다.

필수 앱: WebBrowser

AppSuite에서 기본 윈도우 응용 프
로그램을 연결하고 시작하십시오.

필수 앱: XStarter



최저한의 표준 럭셔리

CPU Intel Core i5 U
(2 Core Notebook CPU)

Intel Core i5 Intel Core i7

GPU (그래픽 카드) Intel HD Graphics 540
(프로세서 그래픽)

Nvidia GTX 740
(전용 카드)

Nvidia GTX 1070
(전용 카드)

램 4 GB 분. 4 GB 분. 8 GB

운영 시스템 (OS) Windows 7 / 8.1 / 10
(32 / 64 bit)

Windows 7 / 8.1 / 10
(32 / 64 bit)

Windows 7 / 8.1 / 10
(64 bit)

추천 대상

시험 시스템
(Laptop, NUC)

라이브 시스템
(HD)

라이브 시스템
(4K / 8K / Video-Wall)

하드웨어 : 비교



지원 및 링크
아래 상자를 클릭하면 표준 웹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열다APPSTORE : 시작 관광
AppSuite, AppStore 및 앱에 관한 모든 세부 정보

  열다APPSTORE : 훑어보기
앱과 위젯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APPSTORE : 지원 및 FAQ
지원, 문서 및 자습서.   열다

http://redirect.eyefactive.com/redirect.php?utm_source=redirect-link&utm_medium=doc&utm_campaign=website_landing&utm_content=multitouch-appstore.com_tour&redirect=aHR0cHM6Ly93d3cubXVsdGl0b3VjaC1hcHBzdG9yZS5jb20vZW4vZmVhdHVyZXMvb3ZlcnZpZXc=
http://redirect.eyefactive.com/redirect.php?utm_source=redirect-link&utm_medium=doc&utm_campaign=website_landing&utm_content=multitouch-appstore.com_apps&redirect=aHR0cHM6Ly93d3cubXVsdGl0b3VjaC1hcHBzdG9yZS5jb20vZW4vYXBwcw==
http://redirect.eyefactive.com/redirect.php?utm_source=redirect-link&utm_medium=doc&utm_campaign=website_landing&utm_content=multitouch-appstore.com_support&redirect=aHR0cHM6Ly93d3cubXVsdGl0b3VjaC1hcHBzdG9yZS5jb20vZW4vc3VwcG9ydA==


대화식 메시지 XXL
대화식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www.eyefactive.com

멀티 터치 APPSTORE
둘러보기 시작, 앱 및 위젯 찾아보기 및 App-

Suite 무료 버전 다운로드 :

  www.multitouch-appstore.com

http://redirect.eyefactive.com/redirect.php?utm_source=redirect-link&utm_medium=doc&utm_campaign=website&utm_content=eyefactive.com&redirect=aHR0cDovL3d3dy5leWVmYWN0aXZlLmNvbS9lbg==
http://redirect.eyefactive.com/redirect.php?utm_source=redirect-link&utm_medium=doc&utm_campaign=website&utm_content=multitouch-appstore.com&redirect=aHR0cHM6Ly93d3cubXVsdGl0b3VjaC1hcHBzdG9yZS5jb20vZW4=


 TOUCH FUTURE. TOGETHER.

  CONTACT US

http://redirect.eyefactive.com/redirect.php?utm_source=redirect-link&utm_medium=doc&utm_campaign=website&utm_content=eyefactive.com&redirect=aHR0cDovL3d3dy5leWVmYWN0aXZlLmNvbS9lbg==
http://redirect.eyefactive.com/redirect.php?utm_source=redirect-link&utm_medium=doc&utm_campaign=social&utm_content=googleplus&redirect=aHR0cHM6Ly9wbHVzLmdvb2dsZS5jb20vK2V5ZWZhY3RpdmU=
http://redirect.eyefactive.com/redirect.php?utm_source=redirect-link&utm_medium=doc&utm_campaign=social&utm_content=facebook&redirect=aHR0cHM6Ly93d3cuZmFjZWJvb2suY29tL2V5ZWZhY3RpdmU=
http://redirect.eyefactive.com/redirect.php?utm_source=redirect-link&utm_medium=doc&utm_campaign=social&utm_content=twitter&redirect=aHR0cHM6Ly90d2l0dGVyLmNvbS9leWVmYWN0aXZl
http://redirect.eyefactive.com/redirect.php?utm_source=redirect-link&utm_medium=doc&utm_campaign=social&utm_content=youtube&redirect=aHR0cHM6Ly93d3cueW91dHViZS5jb20vZXllZmFjdGl2ZQ==
http://redirect.eyefactive.com/redirect.php?utm_source=redirect-link&utm_medium=doc&utm_campaign=website_landing&utm_content=eyefactive.com_contact&redirect=aHR0cDovL3d3dy5leWVmYWN0aXZlLmNvbS9lbi9jb250YWN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