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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SWER OF BRAND SECURITY

웹인증 홀로그램 라벨 기술 
국내 최초 특허 출원! 

스웹스 웹인증 홀로그램 시스템
SWEBS Web Certification Hologram System

웹인증 홀로그램 라벨 기술

국내 최초 특허 출원! 

Web authent icat ion hologram label technology

patent appl icat ion for the f i rst  t ime in Korea

보 안 의  우 수 성

스웹스 정품 인증 
방법 

SECURITY EXCELLENCE

HOW TO CHECK 
GENUINENESS

일반 홀로그램 라벨보다 고도화된 기술로 보안이 강화된 정품인증 홀로그램 라벨 : 스웹스(SWEBS)

스웹스(SWEBS) QR코드는 자체 개발된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QR코드로 유추 및 복제가 불가능 

합니다. 한번 사용한 코드를 재 인증시 최초 인증된 시간과 함께 “이미 확인된 코드”라고 안내되어 재사용

이 불가능합니다.

Genuine authentication hologram label with enhanced security with advanced technology than general 
hologram labels : SWEBS

홀로그램의 스크래치 제거 후 나타나는 암호화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직접 스캔하거나 인증코드를 

인증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여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move scratch first on the Hologram and then it's possible to check its Genuineness by scanning encoded 
QR by mobile phone or put PIN at the authentication page. 

SWEBS QR code is created by self-developed encryption program, so it’s impossible to be copied, 
Furthermore, if certified code is certified again, program inform It’s already used code with “The First Certified 
Date and Time” to protect reuse of code.

[ 보안QR기술 ] [ 서버보안 관리 ] [ 1회성 인증 ] [ 1:1 매칭시스템 ]

Re-authentication 

재인증시

This product is already certified
※인증된 번호입니다.

Not genuine
※정품이 아닙니다.

Illegal Fake 
product 

위조제품

Find encoded QR after
removing Scratch 

Scan by
Mobile Phone

Check its
Genuineness

스크래치 제거 후
암호화된 QR코드 확인

휴대폰으로 스캔 정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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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바 일 정 품 인 증 시 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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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인 라 벨 전 문 브 랜 드

Security QR code
technology

Server security 
management

One-time certification 1:1 match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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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CONSTRUCTION

※최초 인증 시간 제공

Inform The First Certified Date and Time



스웹스 (SWEBS)란?

스웹스 (SWEBS)
3 단 계  프 로 세 스

홀로그램 스티커 
디자인 선택 가능

SWEBS IS?

SWEBS 3STEP PROCESS

SELECTABLE 
HOLOGRAM 
STICKER DESIGN

Security WEB certification System의 약자로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품인증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마케팅 및 고객관리까지 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입니다. 기존 홀로그램과는 차별화된 광학기술

로 만들어진 홀로그램과 강력한 웹인증 보안시스템의 결합으로 불법 위 · 변조된 제품과 유사품으로 부터 

소비자와 귀사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신제품 소개, 이벤트 진행, 회사소개 영상, 리서치, 정품 구매사이트 연결 등을 정품인증페이지에  함께 

노출 하여 고객의 구매성향 파악 및 재구매 유도 등 다양한 마케팅 용도로 활용가능합니다. 

01 I  기존 홀로그램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프레넬 미러 렌즈기법과 다양한 보안요소의 조합을 통해 

위·변조 라벨제작 시도자체를 원천 봉쇄 합니다

  Combination of Unique Fresnel Mirror Lens Technology and Various hologram Security Features will block 
all illegal attempts to make a fake label. 

02 I  모든 인증코드는 해독 불가능한 알고리즘으로 생성되어 있으며, 암호화된 보안코드는 각기 다른 

정보를 담고 있어 불법적인 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All Codes created by special algorithm have separately encoded information, so it is impossible to be 
decoded by illegal copy attempt. 

03 I  모든 휴대폰 QR스캐너 또는 스웹스 전용 앱에서 쉽고 빠르게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 need to download new application to check its genuineness. It can be checkable by all kinds of mobile 
phone QR scanner or SWEBS app easily and quickly. 

웹인증 결과 페이지는 각 업체에 적합한 마케팅 페이지로 제작 가능합니다. 

귀사의 브랜드 보호 및 위조방지를 위해 최적의 보안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SWEBS is an Initial of Security WEB certification System. SWEBS is a total solution for Genuine Certification 
Service, Various Marketing and CRM etc. SWEBS is created by combination of a differentiated optical 
technology and powerful online security system. SWEBS is perfect system to protect your valuable customers 
and brand from illegal fake items.

SWEBS is possible to use as a various marketing tool by showing additional 

information like Introduction of New Items, Special Event, Company Movie, 

Research, Connecting  to official shop etc with genuine certified page together. It's 

useful for checking client  purchasing disposition and lead clients to repeat order. 

It's possible to make customized authentication page according to client needs. 

SWEBS Hologram will Provide the Best Security Solution for Your brand protection and Anti-counterfeit

실제품

REAL PRODUCT

정품인증 시스템 스웹스 (SWEBS) 의 
기대효과 

스웹스 (SWEBS)
CS 서비스

제품소개

마 케 팅  시 스 템 

고객관리 시스템 

GENUINE CERTIFICATION 
SYSTEM 

EXPECTED EFFECT OF 
SWEBS

SWEBS CS  SERVICE

ITEM DESCR IPT ION

MARKETING SYSTEM 

CRM SYSTEM 

SWEBS 인증관리시스템으로 스웹스 정품인증라벨을 사용하는 업체에게 관리 사이트를 제공하여 정품 인증 현황 및 위치 정보, 

유통관리, 서비스 환경 설정 등을 실시간으로 변경 및 확인 가능

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

The SWEBS certification management system provides a management site to companies that use the SWEBS 
genuine certification label. Real-time change and confirmation of activation status and location information, 
distribution management, and service environment settings

스웹스 홀로그램 라벨과 시스템이 결합하여 제품이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 소매상인,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전 과정을 PC용 웹 

유통 관리와 모바일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제공되는 공급망 관리 서비스

SCM (Supply Chain Management)

SWEBS hologram labels and systems combine to ensure that products are delivered from producers to 
wholesalers, retailers and consumers. Supply chain management service provided by combining web 
distribution management for PC and mobile system for the entire moving process

정품인증과 동시에 사용자 정보(이름,메일,연락처 등)입력을 통한 정품등록을 할 수 있어, 구매한 제품에 대한 향후 A/S 뿐 아니

라 및 신제품 소개, 할인권 제공, 이벤트 등 다양한 타겟 마케팅 진행 가능

CSS  (Customer Support System)

Product registration is possible by entering user information (name, e-mail, contact information, etc.) at the same 
time as product activation, it is possible to conduct various targeted marketing such as introduction of new products, 
discount vouchers, and events as well as future A/S for purchased products.

Increase Brand Reliability

브랜드 신뢰도 상승
Marketing by using Small & Big Data

SMALL & BIG DATA를 활용한 마케팅

Quick and Stable Genuine Certification

신속하고 안정된 정품인증
正品

Effective Distribution and Customer Management

효과적인 유통 및 고객 관리

Prevent Illegal Copy

위·변조 제품 예방
Lead to buy Genuine Product

정품 구매 유도

Genuine Certification

정품인증 서비스

Provide Various Contents

컨텐츠 페이지 제공

Distribution / Customer 
Management

유통/고객관리 서비스

正品

Provide Marketing Data

마케팅 정보 제공

SNS Marketing 

SNS 마케팅

AI service (chatbot,Survey)

AI 서비스(챗봇,설문)

AI

SWEBS double layer label

스웹스 이중라벨
Fresnel SWEBS Hologram Label

프레넬스웹스 홀로그램 라벨
SWEBS hologram label

스웹스 홀로그램 라벨

SWEBS CSS label

스웹스 CSS 라벨
SWEBS SCM label

스웹스 SCM 라벨
SWEBS pin code label

스웹스 핀 코드 라벨

SWEBS TAG

스웹스 택
Ready-made

기성품
Custom order

주문제작

Hologram sticker

홀로그램 스티커

01

Granting permission to use 
the mobile app

모바일 앱 사용권한

02

Web authentication 
system

웹인증 및 고객관리 시스템

03

QR CODE 
PIN CODE

?
Fresnel Mirror

프레넬미러 효과

Diamond Effect

다이아몬드 효과

3D Stereogram

3D 스테레오그램

Lens Shrink Expand

렌즈축소확대효과

다양한 홀로그램 디자인 

(주문가능)

+α

보안성이 우수한 추천 기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