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VIRTUAL FITTING S O LU T I O N

MAIN FEATURES

Easily Change In and Out of Clothes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3D 의상 피팅을 제공하여, 옷을 사기 전 일일이 옷을 입어보거나 피팅룸 앞에서 기다리는
수고와 시간을 덜어줍니다.

Detailed Information of Selected Items

선택된 아이템의 가격, 컬러, 매장 내 재고량 등의 상세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pture and Share Over Social Media

마음에 드는 패션 아이템의 피팅 결과를 이메일을 통해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소셜미디어로 공유하여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Features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가상 피팅 플랫폼

가상 피팅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비활성 모드에서는 디지털 카달로그나 홍보 영상을 위한 광고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cure Payment Solution

보다 안전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ntuitive Database Production and Management Software

사실적인 3D 데이터 베이스 제작 및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한 아이템당 5~10분 내외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타 가상피팅 시스템은 3D모델링 수작업으로 인해 3~5 시간 이상 소요 됩니다.

SYSTEM LINEUP
- 실시간 3D 가상 피팅
- 신상품 트렌드 아이템들의 광고를 통한
즉각적인 피팅서비스와 스타일 제안
- 태블릿 컨트롤러를 통한 손쉬운 아이템 검색 및
상세 정보 확인
- 실시간 3D 아바타 솔루션인 FXAvatar와
연동하여 온라인, 모바일 버츄얼 피팅
- 피팅 결과의 SNS 공유
- 기존 광고 시스템과의 연동

FXMirror

-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3D 가상 피팅
- 빠르고 편리한 검색과 다양한 아이템 착용

FXMirror
Kids

CONTACT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6길 25 (논현동). 우편번호 06099

Email fxmirror@fxgear.net
Head Quarter +82.2.514.9850
US Oﬃce +1.213.603.9277

The World’
s First O2O Virtual Fitting Solution

@FXMirror3D
@FXMirror3D

facebook.com/fxmirror3d

하드웨어
- 55”(키즈)/ 65”/
75” 디스플레이
- PC
- 키넥트 카메라
- 타블렛과 스탠드
- 와이파이 라우터
소프트웨어
- 가상 피팅 솔루션
- CAT (의상 DB 제작툴)
- 태블릿 컨트롤러 앱

OFFLINE STORE

ONLINE STORE
MOBILE

3D 가상피팅과 쇼핑몰을 하나의 앱으로

실시간 3D 가상 피팅
정확한 사이즈의 자동 측정 후 실시간 3D 가상 피팅 서비스 제공
가상피팅 결과의 비교 및 SNS공유
모바일 앱 연동을 통해 사이즈 측정 및 피팅 결과 저장
빠르고 편리한 아이템 검색과 상세 정보 확인

FXMirror에서 측정한 신체사이즈와 피팅 결과를 연동하거나,
자신만의 아바타를 생성하여 다양한 브랜드의 옷들을 실시간으로 매치하여
3D피팅, 비교, 선택, 결제까지!

모바일 앱을 통한 상호 연동

FXMirror 영상 피팅

아바타 피팅

- 매장 방문 고객에 대한
온라인 쇼핑 연계

- 사진으로 3D 아바타 얼굴 생성
- 아바타 신체치수 입력 기능

정확한 자동 사이즈 측정

FIT'N SHOP으로
즉각적인 피팅 결과 공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실적인 3D 가상 피팅

동작인식과 전용 타블렛 컨트롤러를 통한
직관적이고 편리한 아이템 검색 및 착장

겹옷 처리를 통한
다양한 스타일 매칭

가상 피팅 결과의
비교, 공유, 프린트

BENEFITS
BRANDS
&
RETAILERS

브랜드
인지도 상승

혁신적인 리테일
마케팅 솔루션

고객 성향과
쇼핑 습관의
핵심 정보 수집

직접적인 세일즈
증가와 접점관리

CUSTOMERS

기억에 남는
체험과 서비스

빠르고 편리한
피팅

스마트한 비교와
손쉬운 공유

옴니채널 쇼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