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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폰, 의류업체 ‘망고’ IoT 디지털 피팅룸 구현 
- 스페인 SPA 브랜드 망고, 보다폰 협업 전세계 주요 매장 디지털 피팅룸 제공 

- IoT 디지털 거울로 쇼핑 경험 극대화와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 혼합 제공 

 

2018년 3월 19일, 대한민국 서울 – 세계 최대 이동통신 기업 보다폰(Vodafone)이 세계적인 하이 

스트리트 패션 의류기업인 망고(Mango)와 협업해, 전세계 주요 매장에 디지털 피팅룸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피팅룸은 망고가 디자인하고 보다폰과 조고텍(Jogotech)이 공동 개발한 새로운 IoT 디지털 

거울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이를 활용하면, 쇼핑객들은 피팅룸에서 옷의 태그를 스캔한 후 디지털 

시계를 통해 매장 직원에게 다른 사이즈나 색상을 즉시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IoT 디지털 거울은 

쇼핑객이 선택한 옷에 어울리는 추가적인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망고의 목표는 디지털 피팅룸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미국 뉴욕에 이르는 주요 매장으로 확장 

시키고, 고객들에게 온라인과 실제 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혼합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고객들이 

브랜드와 상호작용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기 위해 망고가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변환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다. 

 

보다폰의 IoT 사업부 글로벌 디렉터인 스테파노 가스토(Stefano Gastaut)는 "이번 프로젝트는 

쇼핑객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를 통해 망고는 패션에 민감한 쇼핑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더 많은 선택권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의류업체 망고의 고객사업부 총책임자인 기예르모 코로미나스(Guillermo Corominas)는 

"디지털 피팅룸은 망고에게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라며, “망고는 소매 유통업의 미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이라고 생각한다. 이 새로운 피팅룸은 망고 매장이 고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변환의 단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 

 



보다폰에 대하여 

 

보다폰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이며, 음성, 메시지, 데이터와 유선 통신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다폰은 26개국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49개국 이상의 이동통신

사와 파트너를 맺고, 19개 시장에서 유선 광대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에 집계된 

바에 의하면, 보다폰은 5억 2,91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했으며 1,930만명의 유선 광대역 통

신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vodafone.com을 참조하면 된다. 

 

글로벌 웹페이지 미디어 문의: www.vodafone.com/media/contact  

코리아 웹페이지 주소: www.vodafone.com/iot/korea 

 

보도자료 문의 

Text100 Sunny / vodafone@sunny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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