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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마크 포장영상 시스템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크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이 문서를 통해
보다 더 적합한 환경에서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 문서를 자세히 읽어주시고, 귀사의 팀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문서는 마크 설치부터 초기 설정 및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크 포장영상을 통해 귀사의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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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QSETUP WORKSTATION

1  앱 다운로드

iOS 앱 스토어 혹은 구글 스토어에서 MARQ VISION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각 
앱스토어에서 MARQ VISION을 검색해주세요.

앱에 로그인하면 곧바로 포장 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정이 없으면 Sign Up 버튼을 통해 웹사이트에서 무료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s://apps.apple.com/st/app/marq-video-verification/id147289190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arqvision
https://dashboard.marqvision.com/signup


MARQSETUP WORKSTATION

2  스탠드 구매 및 설치하기

설치 방법

세부 스펙

1 스탠드의 클램프를 작업 테이블에 고정하거나, 테이블 및
바닥에 둘 수 있는 형태의 스탠드를 놓아주세요.

스마트폰에 찍힐 영상의 범위를 고려하여, 스탠드의 위치와
높이를 조정해주세요.

스마트폰이 공중에서 평행하게 포장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고정시킨 후, 세부적인 조정을 해주세요.

제품과 포장 박스가 촬영 영상 안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정해주세요.

2

3

4

기존 포장 데스크에 적합한 형태의 스마트폰 스탠드를 거치하면 
마크를 사용하기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스탠드를 
설치하고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수직으로 고정하여 손쉽게 포장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최대 높이 : 109cm
추천 스탠드 바로가기

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2732559479


MARQPACK & RECORD IN APP

3  앱 둘러보기

로그아웃, 앱 버전 확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중인 플랜 정보, 갱신 날짜, 그리고 촬영 가능한 잔여
동영상 갯수를 표시합니다.

촬영한 동영상의 업로드 상태를 확인 및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 완료되어 웹 대시보드로 업로드 되었는지, 진행 중인지, 
혹은 업로드에 실패했는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에 실패한 
동영상은 Failed 탭을 눌러 재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 네비게이션 탭

ACCOUNT SUMMARY

ACTIVITY STATUS

마크비전 앱에 로그인하면 이와 같은 대시보드를 만나게 됩니다.
하단의 Start Recording 버튼을 눌러 동영상 촬영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QPACK & RECORD IN APP

4  녹화 시작, 종료 및 업로드

준비된 운송장에 인쇄되어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녹화가 시작됩니다. 혹은 Skip & Start 버튼을 누른 후 웹 
대시보드에서 직접 송장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포장이 끝나면, Tap to finish 버튼을 눌러 촬영을 종료하는 
동시에 대시보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담아낼 수 있는 촬영 범위 안에서 상품 
포장을 진행해주세요.

비디오 길이와 용량에 따라 최대 1분 내로 업로드 성공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장할 다른 운송장 바코드 스캔을 통해 다음 
녹화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모두 마치고 난 후, 포장 전에 스캔한 운송장을 박스 
위에 붙여주세요. 

뒤로가기 음소거 on/off

영상 길이

업로드 상태 메시지

1

1

2

2

3

3

녹화 시작하기

녹화 종료 및 업로드하기



MARQPACK & RECORD IN APP

5  업로드 실패 영상 관리

스마트폰의 인터넷 연결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영상의
업로드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엔 앱 메인화면의
Failed 에 숫자가 올라가있습니다.

메인화면의 Activity Status 의 Failed 탭을 눌러 리스트에 
접근하여, 업로드에 실패한 영상을 삭제하거나 재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1

2

업로드 실패 시 대응 방법

앱 메인 화면



MARQWEB DASHBOARD

6  회사 프로필 설정하기(웹 대시보드)

촬영된 모든 영상과 고객 
메시지에 들어갈 회사의 로고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Account 페이지의 Upgrade
Plan 버튼이나 좌측하단의 플랜
탭을 눌러 촬영 가능한 영상의
갯수를 늘리고 및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고 업로드 및 변경

월간/연간 플랜 선택 및 업그레이드로고 변경

플랜 업그레이드



MARQWEB DASHBOARD

7  포장 직원 및 담당자 등록하기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초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역할에 맞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접근 권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초대/등록하기

권한 부여하기



MARQWEB DASHBOARD

8  마케팅 메시지 커스터마이즈

왼쪽의 설정 창을 통해 회사의
로고, 배너, 마케팅 URL 등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화면을 통해 고객에게
전송될 포장 영상 메시지의 
모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커스터마이즈

마케팅 메시지 미리보기

Customize Visual Marketing Materials Preview Your Message



MARQVIDEO MANAGEMENT

9  고객에게 포장 영상 전송하기

고객 정보를 알맞게 입력하고
SEND 버튼을 눌러 고객의
이메일, 휴대폰번호,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고객에게 전송하고 나면,
버튼이 SENT 로 바뀝니다.
SENT 버튼을 누르면 영상을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각 입력란에 고객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마치면 
자동으로 정보가 저장됩니다.

포장 영상 전송

보낸 영상(SENT)

고객 정보 입력

Use Tracking Number or Customer Information

Double Click to Edit Information



MARQWEB DASHBOARD

10  고객 데이터 분석

각 고객에게 보낸 마케팅 
메시지의 요소 별 오픈율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재생 수, 로고 및 마케팅 
배너 클릭 수, 고객 별점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데이터 분석



MARQWEB DASHBOARD

11  포장 직원 생산성 모니터링

각 포장 직원의 생산성을 
분석하여 포장 및 배송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각 포장 직원의 총 포장량, 평균 
포장 시간, 이슈 발생률 등을 
정리하여 직원 교육 및 관리를 
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포장 프로세스 최적화

포장 직원 관리



감사합니다 !
다른 어떤 종류의 문의사항이 생기신다면

으로 문의바랍니다.contact@marqvis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