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DAR 
2022



시더는�디지털�사이니지를�기술을�강화하기�위한�
다양한�신기술�개발을�진행하고�있습니다.

신기술 개발 실적

New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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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신기술 개발 실적

LGU+ 무인 유심발급 키오스크 (2021)
• 무인으로�유심�개통이�가능한�터치�키오스크�
• 알뜰폰,�LGU+�통신사�유심카드�발급�가능�
• 통신�요금�조회�및�납부�
• 단말기�정보�제공



02

Chapter 01

신기술 개발 실적

비대면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달리 (2021)
• 주류를�달리�앱을�통해�주문하여�가까운�음식점�매장에서�직접�픽업�가능�
• 음식점�예약과�주류�선주문�동시�가능

주류

픽업
집 근처 매장에서

다이닝
매장에서 음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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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 실적

키오스크 웨이파인딩(길찾기) 기술 (2020)
• 터치용�웨이파인딩�기술�구현�
• 자체�기술�개발로�오류�및�지연시간�최소화�안정적�시스템�사용�
• 길�정보�휴 폰�전송,�매장�정보�편집�등�설치�장소에�따른�기능�추가�가능

2D�MAP

2.5D�MAP 3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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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신기술 개발 실적

아트사이니지 (2019)

• 앱�연동형�그림�액자�사이니지��
• 감성적인�디자인의�UI/UX��
• 장르,�주제별�필터링�및�검색�기능



와이어형 거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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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신기술 개발 실적

부동산 사이니지 (2019)
• 네이버�부동산에�올린�매물이�자동으로�연동되어�사이니지에�표출되는�시스템�
• 다양한�구조의�레이아웃�선택�가능



시즌메뉴

추천메뉴

시간별�메뉴

QSR(퀵서비스레스토랑)전용 사이니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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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신기술 개발 실적

• 동적인�애니메이션�효과로�높은�가시성�증 ,�인테리어�효과�및�추천�메뉴�홍보�기능�



• 오늘의�날씨�정보�실시간�연동�가능�
• 날씨에�어울리는�메뉴추천�및�계절효과�자동�반영

생생한�날씨�정보�연동

연속된�동적�애니메이션

• 동적�애니메이션(특수�효과)을�통해�인기�메뉴를�강조하여�구매를��
촉진하거나�고객의�주목을�끌어�홍보�극 화�

(흩날리는�꽃잎�애니메이션�효과)

• 매출�데이터�연동�및�태블릿�호감도�측정을�반영한�인기메뉴�표시�
• 고객의�메뉴�관심도를�즉시�디지털�메뉴보드에�반영

인기메뉴�순위

• 유튜브�계정�연동으로�별도의�콘텐츠�제작없이�재생목록�반영

유튜브�연동

연동형 스마트 메뉴보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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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신기술 개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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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 실적

현대백화점 엘리베이터 연동 (2018)
• 층수�연동형�엘리베이터�사이니지로,�각�층의�정보�제공�
• 광고�컨텐츠�및�영상�제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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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 실적

통합 주류 주문 서비스 주고 (2018)
• 도소매�주류�주문�앱�서비스�
• 주문�현황,�통계,�추천�주류�등�정보�제공

Home Menu

Analysis My�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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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 실적

블루투스 트래커 (2018)
• GPS기반�트래커의�위치�정보�제공�
• 원격으로�제어�가능한�분실�벨소리�및�접근시�알림�기능�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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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 실적

R&D - GPS기반의 영업사원 관리프로그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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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 실적

연세대학교 경영관 디지털 사이니지 (2015)

멀티비젼외부�강의실�DID

엘리베이터�스크린 연세대학교�도너월�터치�스크린연세대학교�비콘�연동�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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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 실적

부동산캐스트 with 현대 HCN (2015)

10억 4000 전망



상품센서

디스플레이

도어�유리창을�디스플레이로�활용하여�고객이�출입할때�자
연스러운�광고�및�프로모션�시청,�재고�소진�안내,�영업시간�
안내�가능

투명�사이니지를�활용한�도어�디스플레이

감지�센서를�활용하여�매 �재고�확인�후�재고가�없을�시�관리자
에게�알림과�동시에�패널�디스플레이에는�품절�안내�표시

재고�표시�패널�디스플레이

코로나19의�감염�매개가�될�수�있는�터치형�키오스크를� 체하
여�간편히�주문할�수�있는�음성인식�기술.�기존��주문방식이�어
려웠던�노인계층,�손이�닿지�않는�휠체어�장애인에게�효율적��
사용�가능

주문용�음성인식�디스플레이

온습도,�조도�등�센서�모니터링과�제어�뿐�아니라�빅데이터�기반�
딥러닝을�통해�환경에�의한�장애발생여부를�미리�예측

DMS�장애�솔루션�시스템

키오스크�내/외부에�설치된�센서가�네트워크�망을�구성하여�화재�
및� 피�상황을�실시간으로�측정하여�위험�상황이�발생하면�관리
자에게�메시지를�발송하고�상황에�따른�지능형�콘텐츠�편성,��
피로�안내�

재난�안전�솔루션�시스템

화폐를�선택�후�여권을�스캔하고�화폐를�투입하면�원하는�화폐를�
받을�수�있는�키오스크�시스템.�키오스크를�통해�24시간�환전�
서비스가�가능하며�다양한�외국어�기능�제공�

키오스크�무인�환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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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 실적 - 향후 과제

환경�장애�예측�알림�및��
모니터링관리자�페이지

40℃�
(온도�높음)

장애�솔루션�
시스템

인식�시도

인식�완료재고�있음

개발�
착수

개발�
착수

개발�
착수



비접촉식�무인�주문용�키오스크를�위한�AI음성인식�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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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연구과제 수행 실적

AI 바우처 지원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0)

터치  
키오스크

음성인식  
키오스크

간단한�사용자�조작�과정

As-is

To be

세부�조정이�필요한�사용자�조작�과정



긴급재난 (화재)

디지털�사이니지와�융합된�상황별�지능형�재난알림�및�모니터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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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연구과제 수행 실적

R&D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혁신 성장분야 창업기업 (2018-2019)



안면�및�동작인식�기술을�이용한�신기술�융합형�디지털�사이니지

17

Chapter 01

국가 지정 연구과제 수행 실적

R&D - 연구마을 과제 (2017 ~ 2019)



x

실제 시연 장면 데이터 통계 모니터링 화면

안면�및�동작인식�기술을�이용한�신기술�융합형�디지털�사이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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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연구과제 수행 실적

R&D - 연구마을 과제 (2017 ~ 2019)



단계별�광고�효과�분석과�지능형�편성이�가능한�광고�사이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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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연구과제 수행 실적

R&D - 하반기 신기술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상용화 지원사업 (2017)



유저�참여형�QR코드�쿠폰�연동

18

Chapter 01

국가 지정 연구과제 수행 실적

R&D - 하반기 신기술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상용화 지원사업 (2017)



주 연령대

관심분야

주 연령대

관심분야

Wall Street BroadwayLA

주 연령대

관심분야

16 - 34

음식 / 쇼핑 / 패션 

26 - 40

주식 / 브런치 / 음료 

24 - 32

음식 / 쇼핑 /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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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연구과제 수행 실적

지능형�알고리즘을�통한�타겟팅�된�광고

R&D - 하반기 신기술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상용화 지원사업 (2017)



템플릿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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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연구과제 수행 실적

소상공인을�위한�심플�스마트�사이니지�플랫폼�서비스

R&D - 하반기 스마트미디어 지원사업 (2016)



사용자 유사도 기반 추천 

- 사용자 액션을 기반으로 프로파일링 
 (액션 : View, Bucket, Order) 
- 최근에 발생한 액션일수록 가중치 적용 
- 관심 CTG에 구매가 발생하면 감산치 적용 

사용자 

Profile 

아이템 프로파일 

스타일 

카테고리 

가격 

고급스러운, 여
성스러운 
액세서리/ 
귀걸이 

보통 

Action 

       개인화추천 Personal Recommend 

아이템 유사도 기반 추천  

정보들 

고급스러운 포인트 

유니크 하면서 

화려한 

여성스러운 

earring 

13900원 

특징 정의 

스타일 

카테고리 

가격 

고급스러운, 여
성스러운 

액세서리/ 
귀걸이 

보통 

- 개체의 한정된 정보로부터 특질을 뽑아내어 정의 
 (개체 : 판매 아이템,  특질 : 스타일, 색상, 카테고리 …) 

Personal Recommendation Service 

사용자 유사도 기반 추천 

- 사용자 액션을 기반으로 프로파일링 
 (액션 : View, Bucket, Order) 
- 최근에 발생한 액션일수록 가중치 적용 
- 관심 CTG에 구매가 발생하면 감산치 적용 

사용자 

Profile 

아이템 프로파일 

스타일 

카테고리 

가격 

고급스러운, 여
성스러운 
액세서리/ 
귀걸이 

보통 

Action 

특허명�:�소비자�프로파일링을�통한�맞춤형�쇼핑정보�제공�시스템�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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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연구과제 수행 실적

R&D - 미래과학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2014)



홈쇼핑 스포츠

병원 호프집

특허명�:�부가�정보�제공�시스템�및�부가�정보�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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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연구과제 수행 실적

R&D - 중소기업청 청년창업사관학교 (2013)



시더의�레퍼런스를�소개합니다.

레퍼런스 소개

Digital Signage Reference



하나은행
하나은행에�설치된�가로형�멀티비젼입니다.�이미지�및�영상이�
송출됩니다.

사용 기능

01

Chapter 02

레퍼런스

CAN통신 Soket통신

자체 인코더

분할 화면 스케쥴링

알파돔시티에�설치되어있는�디지털�키오스크입니다.�
길�안내,�상점�정보등의�정보를�제공합니다.��

Soket통신디자인 템플릿 분산서버

스케쥴링

터치형

애니메이션

알파돔시티에�설치되어있는�LED�멀티비젼입니다.�
빌딩�안내�정보를�제공합니다.��

CAN통신 Soket통신자체 인코더 스케쥴링

알파돔시티 빌딩 알파돔시티 빌딩

사용 기능 사용 기능



김포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에�설치된�세로형�터치키오스크입니다.�공항�시
설�길찾기,�공항순환버스,� 중교통,�주차�안내�정보를�표출합
니다.

사용 기능

Soket통신디자인 템플릿 분산서버

스케쥴링

김포국제공항

터치형

애니메이션

청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에�설치된�가로형�터치키오스크입니다.�공항�시
설�길찾기,� 중교통,�주차�안내�정보를�표출합니다.

사용 기능

Soket통신디자인 템플릿 분산서버

스케쥴링

청주국제공항

터치형

애니메이션

LG U+
LG�U+�무인�유심�발급용�터치�키오스크입니다.�알뜰폰�및�
LGU+�통신사�유심카드�발급,�요금�조회�및�납부,�단말기�정보�
등을�제공합니다.�

사용 기능

Soket통신분산서버 스케쥴링 터치형

유심발급 통신비결제

01 레퍼런스

Chapter 02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수협과�수협중앙회�사내�방송�송출�시스템�입니다.��
각종�홍보�콘텐츠,�방송,�날씨,�시간,�주식�등�생활형�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서버

분산서버

스케쥴링 CEC H/W제어

데이터 
자동 연동

사용 기능

라이브 방송

현대 블루핸즈

현 �블루핸즈의�정비현황�안내�사이니지�입니다.�
광고,�지점�소개�컨텐츠가�표출되며�하단에는�정비�진행�상황
이�실시간으로�연동되어�표출됩니다.

앱 연동 분산서버

스케쥴링 Soket통신 자체 인코더

데이터 
자동 연동

사용 기능

디자인 템플릿

01 레퍼런스

사용 기능

현대백화점

현 백화점�내�광고�사이니지�입니다.�이벤트와�광고�내용�등이�
표시됩니다.

CAN통신 Soket통신

자체 인코더

분할 화면디자인 템플릿

스케쥴링

Chapter 02



사용 기능

연세대학교

연세 학교�경영관�내�사이니지�입니다.�
도너월�터치패드,�멀티비전,�엘리베이터�사이니지,�강의실�사이
니지�등이�설치�되어�있습니다.

사용 기능

클램
스페인식�펍,�클램에�설치되어�있습니다.�전국�동시�매장별��메
뉴�소개�및�홍보�영상이�표출�됩니다.

앱 연동 분산 서버

스케쥴링 Soket통신 자막뉴스

분할 화면

사용 기능

라이브방송분할 화면디자인 템플릿

RS232스케쥴링

분산서버데이터 
자동 연동

H/W제어 데이터 
자동 연동

서초구 부동산

부동산�매물정보가�실시간으로�반영되는�사이니지로,��
기존�종이�인쇄�광고보다�지나가는�사람들의�눈길을�효과적으로�
사로잡을�수�있습니다.

가로/세로 
변형

디자인 템플릿

Youtube재생

분산서버데이터 
자동 연동

애니메이션 Soket통신

01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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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능

VR스테이션

VR�스테이션에�설치된�사이니지�입니다.�티켓�요금,�게임�별�안
내,�실시간�게임�랭킹,�관리자�전용�통계��
보드가�설치�되어�있습니다.

사용 기능

글래드호텔
글래드�호텔�내�사이니지�입니다.�Coffee�G,�Buffet�G,�
Restaurant�G에�키오스크형,�디스플레이�형으로�설치되어�있
습니다.

분산 서버

Soket통신

분할 화면

사용 기능

Soket통신 자체 인코더

분할 화면디자인 템플릿 분할 화면디자인 템플릿

스케쥴링

분산서버데이터 
자동 연동

애니메이션

데이터 
자동 연동

앱 연동

분산서버

하이마트
하이마트�사이니지�입니다.�할인�프로모션,�웰컴�보드,�광고�영상
이�멀티비전과�스트레치�패널에�설치�되어��
있습니다.

앱 연동 포스 연동

외부연동API Soket통신

디자인 템플릿 데이터 
자동 연동

01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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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능

MK부동산
부동산�매물정보가�실시간으로�반영되는�사이니지로,��
기존�종이�인쇄�광고보다�지나가는�사람들의�눈길을�효과적으
로�사로잡을�수�있습니다.

사용 기능

Soket통신디자인 템플릿 가로/세로 
변형

디자인 템플릿

Youtube재생

분산서버데이터 
자동 연동

애니메이션

앱 연동분산서버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설치된�사이니지�입니다.�병원의�공지사항과�끼
니마다�식단�메뉴가�변동되어�표출됩니다.

Soket통신스케쥴링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에�설치된�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를�통해�치안예측,�지도,�공문�현황을�볼�수�있습니다.

사용 기능

터치형 내부망서버디자인 템플릿 Soket통신

01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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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면세점

현 면세점에�설치되어있는�디지털�사이니지입니다.�
할인�프로모션,�웰컴�보드,�광고등�실시간�안내용�보드로�사용
되고�있습니다.

사용 기능

Soket통신디자인 템플릿 분산서버 스케쥴링

현대그린푸드
현 �그린푸드�식당가에�설치되어있는�메뉴보드용�디지털�사
이니지입니다.

사용 기능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15개�지점의�터치형�사이니지입니다.입교�현
황�및�업체�소개페이지를�나타냅니다.

사용 기능

Soket통신디자인 템플릿 분산서버 스케쥴링 Soket통신디자인 템플릿 분산서버 스케쥴링

01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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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백마운수, (주)여산교통
중교통�사이니지를�통해�생생하고�유익한�영상�정보들을�표
출합니다.

사용 기능

Soket통신분산서버 스케쥴링

01 레퍼런스

현대홈쇼핑
현 홈쇼핑에�설치되어있는�디지털�사이니지입니다.�
할인�프로모션,�웰컴�보드,�광고등�실시간�안내용�보드로�사용
되고�있습니다.

사용 기능

Soket통신디자인 템플릿 분산서버 스케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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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능

CAN통신 Soket통신

자체 인코더

분할 화면디자인 템플릿

스케쥴링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현 백화점�내�엘리베이터�층수�안내�사이니지�입니다.�층이�바
뀔�때�마다�층에�따라�편성한�컨텐츠와�층수가�표시됩니다.

사용 기능

CAN통신 Soket통신

자체 인코더

분할 화면디자인 템플릿

스케쥴링

현대백화점 판교점

현 백화점�내�광고�사이니지�입니다.�이벤트와�광고�내용�등이�
표시됩니다.

사용 기능

CAN통신 Soket통신

자체 인코더

분할 화면디자인 템플릿

스케쥴링

현대백화점 천호점

현 백화점�내�엘리베이터�층수�안내�사이니지�입니다.�층이�바
뀔�때�마다�층에�따라�편성한�컨텐츠와�층수가�표시됩니다.

02 레퍼런스 - 엘리베이터 사이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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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능

현대면세점 동대문점

사용 기능

현대백화점 가든파이브

사용 기능

현대백화점 대구점

02 레퍼런스 - 엘리베이터 사이니지

CAN통신 Soket통신

자체 인코더

디자인 템플릿 스케쥴링 CAN통신 Soket통신

자체 인코더

분할 화면디자인 템플릿

스케쥴링

CAN통신 Soket통신

자체 인코더

디자인 템플릿 스케쥴링

현 백화점�내�광고�사이니지�입니다.�이벤트와�광고�내용�등이�
표시됩니다.

현 백화점�내�광고�사이니지�입니다.�이벤트와�광고�내용�등이�
표시됩니다.

현 백화점�내�광고�사이니지�입니다.�이벤트와�광고�내용�등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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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무역센터점에�설치되어�있는�LED�디스플레이입니다.�선명한�
화질과�뛰어난�가시성으로,�프로모션�및�공지를�위한�사이니지
로�사용됩니다.

사용 기능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압구정�본점에�설치되어�있는�LED�디스플레이입니다.�선명한�
화질과�뛰어난�가시성으로,�프로모션�및�공지를�위한�사이니지
로�사용됩니다.

사용 기능

VR스테이션
강남역점�VR스테이션에�설치되어�있는�LED�디스플레이입니
다.�선명한�화질과�뛰어난�가시성으로�홍보효과를�누릴�수�있습
니다.

분산서버

스케쥴링 Soket통신

자체 인코더 분할 화면

사용 기능

디자인 템플릿

03 레퍼런스 - LED

CAN통신 Soket통신자체 인코더 스케쥴링CAN통신 Soket통신자체 인코더 스케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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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04 고객사 및 협력사

시더를 믿고 함께 해주신 고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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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사회 도심공항

청

(주)백마운수

(주)여산교통

04 고객사 및 협력사

시더를 믿고 함께 해주신 고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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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901�-�6150�
info@cedar.kr�

https://www.cedar.kr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기업 
주식회사 시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