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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ign 컨텐츠 카페 메뉴보드, 디지털 게시판

돈 벌어주는, 돈 아껴주는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광고보드) 콘텐츠의 모든 것!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순간에 즉시 메뉴 가격을 수정하고,
메뉴 사진을 교체할 수 있으며 세일, 이벤트, 신상품 출시와 같은
프로모션 화면을 즉시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광고보드)를 아시나요?

사이니지 콘텐츠 자동 생성 및 관리 서비스 _MySign
멋지게 꾸며진 메뉴보드, 시선을 끄는 세일 안내, 신상품 홍보 등등 다양한 형태와 스타일의 사이니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그 즉시 나만의 사이니지 콘텐츠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 후에 사이니지 기기의 웹브라우저에서 콘텐츠 할당 주소를 열면 바로 멋스러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 콘텐츠 편집 화면

“

콘텐츠 편집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생성 / 반영이 됩니다.

”

사이니지 콘텐츠 자동 생성 및 관리 서비스
카페 메뉴보드, 레스토랑 메뉴보드, 이벤트 포스터, 디지털 게시판, 이미지 슬라이더, 동영상 플레이어, 빌딩 층별안내 등등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에 간단히 보여줄 정보만 입력하면 그 즉시 멋진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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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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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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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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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메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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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메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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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동영상 슬라이더

(주)네오엠씨

내게 맞는 하드웨어 구성 선택하기
갖고 계신 TV 또는 모니터와 5만원 수준의 안드로이드 박스만 있다면 ‘네오사이니지’를 통해 그 즉시 5분만에
멋진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기기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야 합니다.)

TV 또는 모니터

+
MINI

안드로이드 박스

노트북

PC

미니 PC

스틱 PC

다양한 사용 환경과 요구에 맞는 다른 서비스
나만의 독자적인 디자인의 콘텐츠가 필요하거나 대규모로 사이니지 콘텐츠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아래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MakeSign

InfoSign

BizSign

사이니지 콘텐츠 제작 대행 서비스

Digital Information Display 서비스 개발

대규모 사이니지 콘텐츠 관리 서비스

화려한 웹 애니메이션이 가미된 사이니지

예약현황, 매출현황, 주식현황, 날씨, 지도 등등

수십, 수백대의 사이니지 기기에 개별적인

콘텐츠(디지털 광고물)를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콘텐츠를 재생하거나 각각의 콘텐츠를

제작한 콘텐츠는 웹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기에 재생 중인

실시간으로 수정 및 반영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정보 및 콘텐츠 라도 표현 할 수 있으며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 즉시 수정 반영할 수도

그것을 별도 제공되는 관리 페이지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사 전용의 CMS

간편하게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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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한 홍보 수단을 선택하세요.
포스터 디자인하고 인쇄 맡긴 후 받고 나면
늦게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즉시 고객과 소통하고 알리세요.
세일 상품, 이벤트, 신상품 출시 등등
쉽고 빠르게 제작하고 홍보하세요.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광고보드) 콘텐츠의 모든 것!
www.neosign.co.kr
네오사이니지에서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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