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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커머스?

▪ 이커머스트랜드및현황

▪ 이커머스도전과제

▪ 이커머스를위한 3D 활용

▪ 이커머스를위한 3D 콘텐츠제작



커머스



?
커머스



커머스 카탈로그이미지가 렌더링
”3D 모델링을사용하면사진을찍기위해전세계여러지역에서프로토타입가구를만들고
배송할필요가없습니다. 사진에변화가있으면모든것을다시촬영해야합니다…이제이미지의
75 %가디지털로제작되었으며고해상도 4K x 4K로렌더링된약 25,000 개의모델이있습니다”



커머스 카탈로그이미지가 렌더링

https://www.ikea.com/kr/ko/



커머스 웨이페어

https://www.wayfair.com/

▪ 최근급성장한미국 1위온라인가구및소매플랫폼

▪ 1만개이상의공급업체로부터 1400만개이상의제품을공급

▪ 온라인쇼핑의경험확대를위한 3D 활용및다양한 R&D투자, 고객만족도및충성도증가

▪ 오토데스크제품활용 3D 모델링및렌더링시스템구축



이커머스트랜드및현황



트랜드및현황 국내이커머스시장

▪ ‘소비자의 70%는팬데믹이후에도계속해서온라인으로쇼핑할것 - 맥킨지’

▪ ‘2020년 161조원규모로전년대비 19.3% 증가2022년 200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

▪ ‘코로나사태장기화로상점방문을꺼리고온라인으로빠르고쉽게구매하려는수요가
폭발적으로증가…’

▪ ‘최근젊은세대와함께베이비붐세대도온라인쇼핑대열에합류…’



트랜드및현황 새로운이커머스플랫폼확대

▪ 전통적이커머스강자를대체하는신규플랫폼의등장및확산

▪ 누구나쉽고빠르게자신만의온라인쇼핑몰구축및운영이가능

▪ 사이트구축, 고객관리, 결제, 배송, 마케팅등이커머스구축에필요한필수서비스제공

▪ 코로나후급속히증가하는온라인스토어및 DTC (Direct-To-Customer) 브랜드스토어 ’





이커머스
도전과제





이커머스도전과제 온라인쇼핑몰경쟁심화

▪ 아직도사진정보만으로온라인쇼핑몰을운영?

▪ 제한된정보제공으로인한온라인쇼핑구매결정력감소및반품증가

▪ 유행에민감한 MZ세대의 취향에맞추기위한차별화요소필요

▪ 어떻게소비자를더오래쇼핑몰에머무르게할것인가? 

https://sparrowsnews.com/2020/03/22/uses-of-lidar-sensor-on-ipad-pro//

vs

https://brand.naver.com/livart/products/3500814215



▪ 사이트내검색강화

▪ 상품페이지개선

▪ 상품안내설명외상품착용및사용시경험간접체험
이미지제공필요

▪ 고객리뷰강조

▪ 간편하고쉬운반품정보및정책

▪ 해외고객유입을위한언어및통화정보제공

▪ A/B테스트를통한정보검증

▪ 고객경험강화기술적용

▪ 증강현실, 3D 이미지구현등핵심기술투자를통한
고객경험향상필요

https://blog.cafe24.com/1634https://digitaltransformation.co.kr/

이커머스도전과제 구매전환율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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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도전과제 정확한정보제공

▪ ‘포스트판데믹…쇼핑몰은 이제 3D/AR 의도입이필요’

▪ ‘3D/AR 도입으로직접물건을볼수없는전자상거래의 단점을극복…판매율증가 …’

▪ ‘AR 테스트고객의구매가능성은 3배더높았고, 테스트하지않은사람들에비해 10% 더
소비’ -맥코스매틱(MAC Cosmetics) 

▪ ‘AR 착용경험고객은구매가능성이 5배더높았으며반품률역시 38%에서약 2%까지
하락’ - 패션종합몰매시스(Macy’s)  

3D and Augmented Reality services for 
Ecommerce business - BRIO - YouTubehttps://www.samsonite.co.uk/lite-box-spinner-55cm--deep-blue/79297-1277.html https://www.threekit.com/solutions/augmented-reality-for-ecommerce

AR-Commerce

https://www.samsonite.co.uk/lite-box-spinner-55cm--deep-blue/79297-1277.html
https://www.youtube.com/watch?v=SAyt3HpgkKM
https://www.youtube.com/watch?v=SAyt3HpgkKM


이커머스도전과제 새로운기술도입

▪ 모바일기기로가상의상품과정보를실제환경에중첩하여온라인쇼핑에서도오프라인의
경험을제공하는전자상거래방식

▪ AR어플리케이션개발을위한모바일플랫폼과발전과 API 제공으로다양한분야로확산

▪ 구글:                           애플 :

▪ AR 글래스와같은새로운디바이스의발전에따라 AR-커머스시장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

https://ebusinessinstitute.com/vr-and-ar-shaping-the-future-of-ecommerce/ https://therecit.com/facebook-ar-glass/

AR-Commerce



▪ 3D 데이터경량화

▪ GLTF, USDZ 기반데이터표준화

▪ AR-커머스플랫폼지원확대

AR-Commerce

https://www.lapa.ninja/blog/free-illustrations-library-for-your-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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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를위한 활용



이커머스를위한 활용



이커머스를위한 활용 디지털포토스튜디오

▪ 디지털포토스튜디오구축

▪ 차별화된고품질렌더링이미지생성

▪ 시간과공간, 조명, 카메라등촬영을위한물리적제약제거

▪ 추가비용없이다양한제품옵션구성이미지생성

1

https://blog.naver.com/amazon-globalselling/221181375815

포토박스활용제품사진촬영







이커머스를위한 활용 웹 뷰어

▪ 웹 3D 뷰어구축

▪ 3D viewing 을활용한쇼핑몰콘텐츠차별화

▪ 오프라인쇼핑방식과근접한고객제품경험제공

▪ 정확한정보제공으로제품구매율증가및반품율감소

2





이커머스를위한 활용 온라인컨피규레이터

▪ 온라인컨피규레이터구성

▪ 하나의디지털 3D 모델로다양한제품옵션구성

▪ 실시간옵션선택및확인으로정확한정보기반의구매가능

▪ 다양한제품옵션구성을위한비용및시간감소

3

https://www.threekit.com/3d-product-library/engagement-ring?hsLang=en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VVAjWv_55Uk



이커머스를위한 활용 증강현실

▪ AR 활용고객경험확대

▪ AR기술을통해오프라인쇼핑과유사한몰입형경험제공

▪ 다양한어플리케이션개발및다양한 SNS와의연결이가능

▪ 특화된 DTC 브랜드구축및활용에효과적

4

https://www.vntana.com/products/3d-commerce/



https://www.threekit.com/solutions/augmented-reality-for-ecommerce



https://www.youtube.com/watch?v=mllgcHzpRMA

http://www.brandbrief.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



▪ 이케아(IKEA)는애플의 AR키트를활용하여증강현실애플리케이션 이케아플레이스(IKEA 
place)를출시.

▪ 앱을통해서자신이배치하고싶은위치에 2,000점의가구중선택하여가상배치체험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UudV1VdFtuQ https://apps.apple.com/us/app/ikea-place/id1279244498

커머스적용사례 해외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UudV1VdFtuQ


커머스적용사례 국내

▪ 국내에서도활용도가낮았던 AR/VR 기술을커머스에접목하여정보전달수단으로활용

▪ 쇼핑플랫폼, 홈쇼핑, 이커머스시장을중심으로 AR콘텐츠강화움직임이증가



이커머스를위한 활용 국내 앱개발스타트업

▪ 리콘랩스 : https://reconlabs.kr/aseeo/ ▪ 딥픽셀 : https://www.deepixel.xyz/

▪ 티커: http://tickercorp.com/ ▪ 브리즘 : https://vrism.net/



이커머스를위한
콘텐츠제작



이커머스를위한 콘텐츠제작 프로세스

브랜드스토어

온라인스토어

제조사 소매점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VR/A
R

3D 
콘텐츠

3D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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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를위한 콘텐츠제작 프로세스

3D 
콘텐츠



이커머스를위한 콘텐츠제작 이미지기반모델링





이커머스를위한 콘텐츠제작 데이터활용



이커머스를위한 콘텐츠제작 활용



커머스구축 오토데스크솔루션활용
Autodesk 3ds Max

https://youtu.be/REv7JYcoHuE
https://youtu.be/jkwHEuF6_7Y
https://youtu.be/WCCV1QP7NyA
https://youtu.be/s2Z3bnwLAVI
https://youtu.be/b8MjqBjO1M0
https://youtu.be/rOuuwHd11NI
https://youtu.be/o713aU4qnBU
https://area.autodesk.com/blogs/the-3ds-max-blog/e-commerce-workflows-with-3ds-max/


글로벌 업계 표준 3D콘텐츠 제작 솔루션

폭넓은 고급 3D 사용자 및 풍부한 교육 자료

모든 분야에서 검증된 최상의 시각화 결과물

이커머스에 경험 확대에 필요한 모든 2D/3D 콘텐츠 제작

WEB 3D 형식 표준화를 위한 크로노스 그룹과 협업

커머스구축 오토데스크솔루션강점

오토데스크 M&E Collection은 3D-커머스구축에필요한시각화와콘텐츠제작을위한가장포괄적
이고강력한도구입니다. 고품질 2D 이미지렌더링부터대화형 3D 경험에이르기까지콘텐츠생산을
위한모든것을수행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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