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iravo.net

미라보 문의전화

032. 235. 3050

제품/구매문의, 총판/대리점문의, 장애접수

사용된 이미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예시입니다.
본 카다로그의 내용, 디자인 등은 제품 성능을 위해 예고없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카다로그에 실린 모든 사진을 불법으로 도용했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미라보 홈페이지 www.miravo.net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니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미라보

미용실에 최적화된 스마트미러

스마트폰처럼 똑똑한
미용실 스마트미러 미라보

거울 본연의 기능을 갖추고,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미러 미라보!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고객의 눈높이와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더욱 스마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IT 기술이 담긴 스마트 거울, 미라보가 매출의 차이를 만듭니다.

주요 서비스 및 기능

원격관리
중앙에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통합관리를 통해 국내외 미라보 기기관리와 영상 콘텐츠 관리를 하고 있으며, 1:1 상담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손가락의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구동이 되는 편리한 정전식 터치
스크린이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에어마우스 (리모컨 기능) 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전국 A/S
설치 및 점검, 고장 A/S 사후관리를 위해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및 기능

미용실 홍보
미라보를 사용하지 않는 평상 시에는
미용실 광고/홍보 배너나 이벤트 배너가
메인화면에 계속 돌아가며 표출됩니다.
이때 배너를 터치하면, 내용 사세보기가
가능합니다.
배너 이미지는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등록/수정/삭제 가능합니다.

시술사진 촬영, 동영상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 고객의 시술
전/후 모습을 직접 촬영할 수 있으며,
사진은 고객 정보로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고객이 시술받는 오랜 시간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선택해서
시청할 수있습니다.
예는, 시사, 스포츠, 영화 등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으며, 애니메이션도
있어서 어린이 고객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미라보_Smart mirror 사이니지

주요 서비스 및 기능

타이머 및 알람 기능

두피 체크

‘분’ 단위로 간편하게 시간 세팅이
가능한 타이머 기능으로,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숫자로
보여주고, 또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리면서 시각적으로도 알려줍니다.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위한 기능으로,
시술 전/후 고객의 두피상태를 체크하여
전문적인 클리닉 서비스나 상품 판매로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촬영한 두피 사진을 확대 또는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며, 원하는 사진은 고객 정보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시술가격 정보

점판제품 정보

고객은 시술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메뉴판 보듯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직원에게 일일이 물어볼 필요
없이 직접 가격·스타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판매하고 있는 점판제품들을
홍보하여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능으로, 두피체크 기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타일 정보

거울 기능

고객이 거울을 보면서 원하는 헤어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기능으로, 고객
응대 과정에서 생소한 미용 용어나 시술
과정을 설명할 때도 고객에게 필요한 시각
정보를 제공해 보다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스타일링 시 디자이너가 시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의 UI를 모두 숨기는
기능으로, 하단부의 영상은 고객을 위해
계속해서 재생이 됩니다.
메인화면을 다시 터치하면 사려졌던 UI가
다시 나타납니다.

스타일 이미지는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등록/삭제 가능합니다.

제품 정보 및 이미지는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등록/삭제 가능합니다.

콘텐츠 관리

휴대폰,태블릿또는PC를통한
콘텐츠관리시스템
미용실 관리자와 디자이너는 개인 휴대폰의
미라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용실 코텐츠, 고객정보
등 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 상의 웹 솔루션을 통해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미라보 SMART MIRROR 사이니지

라인업

액자형 Wall mount

스탠드형 Stand-alone

액자처럼 벽면에 피스를 박아서 고정시키는 타입

하단에 베이스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타입으로
공간의 제약 없이 설치 가능

·디스플레이 사이즈 : 32인치
·제품 사이즈 : 721 x 1229 x 80 (mm)

·디스플레이 사이즈 : 32인치
·제품 사이즈 : 721 x 1900 x 80 (mm)

단면형 Single-side Stand

양면형 Double-side Stand

합판, 석고보드 등 내구성이 약한 가벽에 기대어 세우는 타입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양면 경대 타입으로, 색다른 공간 연출 가능

·디스플레이 사이즈 : 32인치
·제품 사이즈 : 721 x 1892 x 80 (mm)

·디스플레이 사이즈 : 32인치
·제품 사이즈 : 721 x 1900 x 160 (mm)

라인업

미라보 특허 취득

국내특허권을비롯해
미국,일본국제특허권획득
보급형 Standard
·상단부는 일반 거울이고, 하단부만 스마트미러
·벽면 뿐만 아니라 기존 거울 위에도 부착이
가능한 타입으로 어디든 설치 가능
·디스플레이 사이즈 : 21인치
·제품 사이즈 : 721 x 1229 x 50 (mm)

두피 진단기 Scalp Diagnostic
·50배율 렌즈 ·유상 옵션

국내 특허 제10-1664940호

에어 마우스 Air Mouse
·리모컨 기능 ·기본 옵션

미라보 SMART MIRROR 사이니지

SBS 뷰티아카데미

주요 설치사례

김송정머리터

박준뷰티랩

잘 나가는
미용아카데미에는
미라보가
있습니다

이철헤어커커

잘 나가는
미용실에는
미라보가
있습니다
그리에이트

일본 no3(넘버쓰리)

미앤희

임가이헤어

로이드밤

파란헤어

리안헤어

박공헤어

회사 소개

주요 포트폴리오

스마트 미러

디지털사이니지산업의선두주자,엘리비젼
엘리비젼은 디지털 사이니지 및 무인결제 키오스크 분야의 선두기업이자
업계 최초의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력,
가격경쟁력으로 국내외에서 꾸준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인 키오스크

주요 포트폴리오

안내용 키오스크

자사 브랜드_셀프큐브

주요 고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