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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케이앤비 

똑똑한 모바일 이미지 인식 서비스 



과 함께 

최적의 비용으로 손쉽게 옴니 채널을 실현 

똑똑한 이미지 인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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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카달로그 

스캔힛에 이미지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온/오프라인의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소비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진정한 O2O 서비스, 멈춰있는 이미지가 살아 움직이는 

활용하기 첫 번째 

이미지 인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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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ine 

이미지/제품을  

모바일로 인식하면 

Online 

제품 구매페이지 등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 

flower opentoe (beige) 



한 단계로 모든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는 

활용하기 두 번째 

이미지 등록하기  

3 

해시태그 / URL추가 

- 해시태그 추가를 통한 타겟팅, 노출 유도 

- URL 추가로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링크 

이미지 등록 

- 이미지 등록 시 스캔힛으로 이미지 인식 가능 

- 등록한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기능 탑재 

- 여러 장의 이미지 등록 시, 어떤 이미지를 인식 하더라도 하나의 페이지로 연결 

 (ex. 제품 이미지 등록 시 다각도의 이미지를 한번에 올리고 하나의 제품 페이지로 연결) 



최적화된 이미지 인식 서비스와 디스플레이 광고의 결합 

광고 서비스 소개 

추천 초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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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광고 

- 3가지 타입 별로 추천초이스 페이지에 콘텐츠 노출 

- 콘텐츠 클릭 시 클라이언트가 지정한 페이지로 연결 

  (별도 지정 없을 시 일반 랜딩페이지로 연결) 

최적화된 이미지 인식  

이미지 인식 시 클라이언트가 지정한 페이지로 연결  

 (별도 지정 없을 시 일반 랜딩페이지로 연결) 



통합형  

배너형 

카테고리형 

박스를 독점 기획하여 여러개의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해주는 통합타입. 

고퀄리티의 이미지로 박스를 독점하여 

보여주는 배너타입. 

집행 비용 월 100만원 (VAT 별도) 

기존의 카테고리에 콘텐츠를 입점시키는 

카테고리 타입. 

집행 비용 월 50만원 (VAT 별도) 

집행 비용 월 120만원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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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서비스 구성 

추천 초이스 광고 상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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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서비스 규격 

추천 초이스 광고 상품 규격 

* 통합형 / 카테고리형 광고 규격 

* 배너형 광고 규격 

이미지 규격 : 가로650 세로500 좌우상하여백 40 권장 

이미지제목 : 15자 이내 권장 

박스 제목 : 최대 15자까지 

참고 사항 : 이미지 규격은 대표로 노출되는 이미지 1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광

고 이미지 영역에서 좌우상하 40px 밖 부분은 썸네일에서 잘려 보일 수 있으므

로 텍스트와 같은 중요 정보를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지 규격 : 가로945 세로420 좌우상하여백 40 권장 

이미지제목 : 15자 이내 권장 

박스 제목 : 최대 15자까지 

소개 문구 : 최대 30자까지 

참고 사항 : 이미지 규격은 대표로 노출되는 이미지 1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광

고 이미지 영역에서 좌우상하 40px 밖 부분은 썸네일에서 잘려 보일 수 있으므

로 텍스트와 같은 중요 정보를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품 이미지 등록 시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인식하면 제품 정보 및 구매페이지로 연결 되는 쇼루밍 서비스 가능 

- 연결 페이지 지정이 자유로워, 구매페이지 외에도 진행중인 이벤트 페이지 등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기획 가능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의 경계를 허무는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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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힛 기본 정보 페이지로 연결 또는 직접 연결 페이지 지정 가능  

활용 사례 

! 



활용 사례 

- 고객들이 영화 포스터 인식 시 바로 영화 정보 습득 가능. (최신 영화 포스터 인식 기본 서비스 중.) 

- 영화 포스터 인식 시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 시켜, 관람객 증대 및 관람객 스스로 영화를 홍보하도록 유도 가능. 

포스터를 인식하면, 영화 정보는 물론 이벤트 연결까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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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 텍스트 정보를 최대한 배제한 전단지 형태 매거진 돈패닉과 이미지 인식 앱 스캔힛이 만나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함.  

- 돈패닉에 포함된 각종 포스터, 스티커, 전단지 등을 스캔힛으로 인식 시 관련 정보 및 광고주 웹페이지 연결됨. 

플라이어 팩 매거진 돈패닉과 스캔힛의 콜라보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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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초이스 

통합형  잡지 커버 및 내부 패키지  

인식 시 정보페이지로 연결  



활용 사례 

- 전시 작품 이미지 등록 시,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 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 

- 별도로 작품의 구매 페이지가 있을 경우 구매 페이지로 연결 가능. 

  (현재 명화 인식 서비스 기본으로 제공 중.) 

이미지 그 너머의 정보를 얻다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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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방송 정보 서비스 

    광고 모니터링 서비스 

    불법 복제 방지 서비스 

멀티미디어 저작권 보호 서비스 

온/오프라인 문서 보안 
 
제품 정품 인증 

제조/테스트자동화 

    디스플레이 테스트 

    반도체 테스트 

오브젝트 인식 

    저작권자 이미지 검색 

    상품/상표 유사 이미지 검색 

    모바일 이미지 검색 

디지털  
워터마킹 

콘텐츠 
DNA 

테스트 
자동화 

회사소개 

사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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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회사 비젼 

방송 관계자 C씨 문과대 여대생 K씨 쇼핑몰 관리자 N씨 제조업 관리자 B씨 

방송 콘텐츠 보호 서비
스를 통해 불법 유통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방송 
정보 서비스를 통해 협
찬사와 새로운 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가방을 모바일 이
미지 검색으로 구매했어
요. 구매 후에는 모바일 
정품인증 서비스로 정품 
확인까지 확실하게 마쳤
어요. 

요새 중국의 이미지 도
용이 심각했는데 이미지 
저작권 보호 서비스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
어요. 정품인증서비스
도 도입해볼 예정입니다. 

반도체의 불량을 검출하
는데 드는 리소스가 만
만치 않았는데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으로 비용
을 획기적으로 절감했습
니다. 

당신의 보다 나은 일상을 위해, (주)씨케이앤비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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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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