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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tro

고객들은 온라인 쇼핑 시
사이즈로 인한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30%
사이즈 문제

70%
단순변심,
색상/소재 불만 등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교환, 반품 중
약 30%는 사이즈 문제입니다.
고객들은 온라인에서 의류 및 신발을 구매할 때
직접 입어보지 못하고 상품을 구매해야 하므로
항상 사이즈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쇼핑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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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A nal y s is Res ul ts

I ntro

사이즈 Q&A 분석 결과

고객들의 사이즈에 대한 고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키 160cm, 몸무게 54kg인데 M 사이즈 입으면 될까요?

남들보다 팔 길이가 긴데, 소매기장이 짧지 않을까요?

M 사이즈가 55-66 정 사이즈인가요?

70%
정 사이즈일까?
표준 체형인 고객들은
판매 상품이 정 사이즈로 나온 것인지
궁금해하며 구매를 망설입니다.

제가 골반이 큰 편인데, 꽉 끼지 않을까 고민이에요.

사이즈 Q&A
분석 결과

30%
특정 신체부위가 잘 맞을까?
표준 체형이 아닌 고객들은
상품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치수를 확인하고,
자신의 체형에 잘 맞을지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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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s er Beha v io r Anal y t i c s

I ntro

고객 행태 분석 및 문제점

고객들은 사이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구매 전 고객

실측 사이즈 확인

구매 고객 리뷰 확인

쇼핑몰에 사이즈 문의

Q&A

0
0

상품은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잘 맞을까?

리뷰가 없네?

언제 답변오지?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했으나,

많은 쇼핑몰에서 실측 사이즈표를

신상품 또는 리뷰가 없는 상품의 경우,

Q&A 게시판에 문의 글을 올린 다음

사이즈가 고민되어 최종 구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과연 이 정보만으로

체형과 맞는 사이즈를 예측할 수 없어

답변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망설이는 고객

맞는 핏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구매 결정이 어렵습니다.

이미 고객은 쇼핑몰을 이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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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obl em

I ntro

사이즈 고민으로 인한 문제

판매자에게도 사이즈 문제로 인한 비효율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복적인 사이즈 문의 응대로 CS 업무 증가는 물론 교환/반품으로 인한 인건비 ∙ 물류비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교환/반품되는 동안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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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 MA F IT S e r v ice

크리마 핏 서비스

크리마 핏은 모든 사이즈 문제를 해결합니다.
크리마 핏은 소비자의 사이즈 고민을 해소하고,
판매자의 비효율적인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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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 MA F IT S e r v ice

크리마 핏 소개

CREMA FIT Service
직접 입어보지 않아도 가장 알맞은 사이즈를 실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고객 체형에 적합한

이전 구매 상품과

실제 구매 고객의

빠르고 간편한

사이즈 추천

사이즈 비교

사이즈 피드백

실측 사이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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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즈 추천

크리마 핏 기능

체형 정보 입력

사이즈 추천

간단한 체형 정보 입력만으로
사이즈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사이즈 추천

간단한 체형 정보 입력만으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 유사한 체형이 가장 많이 구매한 사이즈 통계 정보도
제공합니다.
유사한 체형인 고객의
구매 사이즈 통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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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즈 추천

크리마 핏 기능

사이즈 추천

크리마 핏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고객 체형에 적합한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아직 구매가 발생하지 않은 신상품에서도 소비자에게 맞는 사이즈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상품 실측 치수 데이터만 있으면 별도의 데이터 수집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크리마를 이용할수록 운영 중인 쇼핑몰데이터가 인공지능에
추가 학습되어 더 정확한 사이즈 추천이 가능합니다.

Size
Product
Purchase
Feedback

Review

Big data

Machin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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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즈 추천

크리마 핏 기능

사이즈 추천

대량의 사이즈 관련 데이터 보유

34,236,322
크리마 핏 사이즈 추천 기능은 약 3천4백만개* 사이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크리마는 소호몰부터 브랜드몰까지 수많은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고객사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끊임없이 학습하여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2021년 7월 기준 사이즈 평가 데이터(3,546,632), 의류 실측 치수 데이터(17,705,136), 고객 체형 데이터(12,984,554)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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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즈 비교

크리마 핏 기능

사이즈 비교

이전 구매 상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구매한 상품과 지금 보고 있는 상품의 실측 사이즈를 비교하여 고
객이 사이즈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이력이 없더라도 같은 카테고리 내 가장 인기있는 상품을
자동으로 비교해주고, 고객이 판매 중인 상품을 직접 검색하여 사이즈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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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즈 피드백

사이즈 피드백

크리마 핏 기능

사이즈 평가 통계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피드백으로
사이즈 예측에 도움을 줍니다
사이즈 한줄평

상품 구매 고객의 피드백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가 통계와
한줄평을 제공합니다.
리뷰가 없는 신상품에는 비슷한 사이즈 상품의 피드백으로
사이즈에 대한 고객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이즈 상품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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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위젯

크리마 핏 위젯

사이즈 추천

위젯
예시 이미지

사이즈 추천부터 비교,
피드백, 실측 사이즈까지

사이즈 비교

모두 담은 통합 위젯
실측 사이즈표

크리마 핏의 통합 위젯으로 고객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사이즈 추천과 비교 및 피드백, 실측 사이즈까지 사이즈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측 사이즈
안내 문구

사이즈 피드백

통합 위젯은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상품 속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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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위 젯 및 플로 팅 위 젯

크리마 핏 위젯

요약 위젯
요약 위젯은 상품 상세 페이지 상단
구매 버튼 주변에 위치하여 화면 진입 시
사이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위젯
플로팅 위젯은 상품 상세페이지 우측 영역에
항상 노출되어 위젯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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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즈 데이터 자동 입 력

크리마 핏 실측 사이즈 입력

실측 사이즈 입력

크리마 핏 API를 이용한 사이즈 데이터 자동 입력
크리마 핏은 사이즈 추천에 필요한 실측 사이즈 정보를 유연하고 간단하게 연동할 수 있도록 AP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핏 API로 자사의 상품 실측 사이즈 데이터를 크리마 핏 서비스에 연결하여 모든 사이즈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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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운 사 이즈 데이 터 입 력

크리마 핏 실측 사이즈 입력

실측 사이즈 입력

관리자 페이지에서
쉬운 사이즈 데이터 입력
API연동이 어렵거나 실측 사이즈 데이터베이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손쉽게 실측 사이즈를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프리뷰(Live preview)로 입력하는 내용이 실제
화면에 어떻게 표시 되는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즈표 이미지 저장 및 외부 스크립트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판매채널에 사이즈 표를 편리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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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효과

크리마 핏 서비스

크리마 핏 사용효과

23

250

상품페이지 방문 고객의

위젯 미확인 고객 대비

도입 후 이전 대비

위젯확인율

구매전환율

교환, 반품률 감소

상품 구매 고려 단계에서 많은 고객들

상품 구매 의지가 높은 고객들은

크리마 핏 서비스를 사용중인 쇼핑몰*의

이 핏 위젯을 확인하고 있고 이는 고객

핏 위젯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경우 교환, 반품률이 이전 대비 18% 감소

의 상품 구매 의지를 높여줍니다.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

%

18

%

* 20대 중반 ~ 30대 초반 여성 쇼핑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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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몰부터 브랜드몰까지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크리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선도하는
크리마와 함께 지금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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