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랜트스냅, 스냅챗에 식물 인식 기능 제공 

텔루라이드, 콜로라도주, 2020년 6월 16일 /PRNewswire/ -- 전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종합적이며 정확한 식물 인식 및 소셜 미디어 앱인 플랜트스냅(PlantSnap)은 스냅챗의 스캔 플랫폼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로 오늘 발표되었으며 스냅챗 카메라를 통해 도움이 되고, 즐거우며,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이제 스냅챗 유저들은 스냅챗 카메라에서 바로 60만 종 이상의 식물을 검색할 수 있다.   

플랜트스냅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해당 식물을 분석하고 인식한 즉시 화면에 동 식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이 기능은 오늘부터 작동한다. 

여기에서 쌍방향의 멀티채널 뉴스를 경험하기 바란다: 

https://www.multivu.com/players/English/8736351-plantsnap-plant-identification-app-announces-
snapchat-scan-partnership/ 

에릭 롤스 플랜트스냅 창업자/CEO는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세계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가만히 관찰하도록 해주는 툴을 만들었다"면서 

"플랜트스냅은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젊은이와 노인들이 이 

놀라운 행성의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느끼도록 해준다. 우리는 함께 우리가 이 지구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라는 사실을 전세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랜트스냅은 사람과 자연을 다시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취미로 식물에 심취한 사람들과 전문가들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 플랜트스냅은 37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현재 200여개 국가에서 매일 사용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62만 종 이상의 식물이 들어 있으며 

지금까지 3천500만 여명이 설치한 플랜트스냅은 정원사, 등산객, 조경 디자이너, 교사, 학생, 채취업자와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검색해야 하는 앱이 되었다. 

롤스는 "우리 플랜트스냅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매일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놀라운 

식물의 삶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한편, 과학자와 자연 애호가들이 발견한 것들을 기술을 통해 

목록으로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플랜트스냅을 스냅챗 안에 넣는 작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이를 통해 그들 중 다수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존중을 자신 

안에 담는 동시에 식물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길 희망하면서 스냅챗을 매일 사용하며 Z세대에 속한 

2억2천900만 유저들에 관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캔된 식물의 사진과 검색된 명칭은 플랜트스냅 앱을 통해 해당 식물에 관해 더 알고 싶다는 "런모어"라는 

링크와 함께 스냅챗 유저 인터페이스 안에 보여진다. 

플랜트스냅 

https://c212.net/c/link/?t=0&l=ko&o=2827019-1&h=3372272658&u=https%3A%2F%2Fc212.net%2Fc%2Flink%2F%3Ft%3D0%26l%3Den%26o%3D2827019-2%26h%3D2998884104%26u%3Dhttps%253A%252F%252Fwww.plantsnap.com%252F%26a%3DPlantSnap&a=PlantSnap
https://c212.net/c/link/?t=0&l=ko&o=2827019-1&h=1135686752&u=https%3A%2F%2Fc212.net%2Fc%2Flink%2F%3Ft%3D0%26l%3Den%26o%3D2827019-1%26h%3D3310755546%26u%3Dhttps%253A%252F%252Fwww.snapchat.com%252F%26a%3DSnapchat&a=%EC%8A%A4%EB%83%85%EC%B1%97
https://c212.net/c/link/?t=0&l=ko&o=2827019-1&h=3270586969&u=https%3A%2F%2Fc212.net%2Fc%2Flink%2F%3Ft%3D0%26l%3Den%26o%3D2827019-1%26h%3D1855425397%26u%3Dhttps%253A%252F%252Fwww.multivu.com%252Fplayers%252FEnglish%252F8736351-plantsnap-plant-identification-app-announces-snapchat-scan-partnership%252F%26a%3Dhttps%253A%252F%252Fwww.multivu.com%252Fplayers%252FEnglish%252F8736351-plantsnap-plant-identification-app-announces-snapchat-scan-partnership%252F&a=https%3A%2F%2Fwww.multivu.com%2Fplayers%2FEnglish%2F8736351-plantsnap-plant-identification-app-announces-snapchat-scan-partnership%2F
https://c212.net/c/link/?t=0&l=ko&o=2827019-1&h=3270586969&u=https%3A%2F%2Fc212.net%2Fc%2Flink%2F%3Ft%3D0%26l%3Den%26o%3D2827019-1%26h%3D1855425397%26u%3Dhttps%253A%252F%252Fwww.multivu.com%252Fplayers%252FEnglish%252F8736351-plantsnap-plant-identification-app-announces-snapchat-scan-partnership%252F%26a%3Dhttps%253A%252F%252Fwww.multivu.com%252Fplayers%252FEnglish%252F8736351-plantsnap-plant-identification-app-announces-snapchat-scan-partnership%252F&a=https%3A%2F%2Fwww.multivu.com%2Fplayers%2FEnglish%2F8736351-plantsnap-plant-identification-app-announces-snapchat-scan-partnership%2F


꽃, 나무, 다육식물, 버섯, 선인장 등 모든 종류의 식물들을 즉시 검색해보라! 플랜트스냅은 Earth.com이 

만든 혁명적인 식물 검색 앱으로서 식물들을 스냅 사진을 통해 즉시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플랜트스냅은 유저들에게 매일의 삶에서 자연을 탐색할 수 있는 독특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200여개 

국가에서 매일 평균 50만 장 이상의 스냅 사진이 찍히는 플랜트스냅은 모든 지구 시민들이 가는 모든 곳의 

식물 스냅 사진을 찍음으로써 간단하게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연락처: business@plantsnap.net 

 

https://c212.net/c/link/?t=0&l=ko&o=2827019-1&h=3943471988&u=https%3A%2F%2Fc212.net%2Fc%2Flink%2F%3Ft%3D0%26l%3Den%26o%3D2827019-2%26h%3D411291740%26u%3Dhttp%253A%252F%252Fearth.com%252F%26a%3DEarth.com&a=Eart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