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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ummary
크리마 리뷰의 4가지 기대효과



01 Summary
CREMA REVIEW

간소화된 리뷰 작성 절차로 많은 리뷰를 
확보할 수 있고, 정보가 풍성한 

동영상/포토 리뷰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고품질의 리뷰 증가
PC/모바일에 최적화된 UI/UX로 고객의 
사용성을 높였고, 정보 전달력이 뛰어난 

다양한 위젯을 제공합니다.

효과적인 리뷰 노출
적립금 자동 지급, 불만 리뷰 관리 등 
편리한 리뷰 관리 시스템으로 
리뷰 관리 시간을 70% 줄입니다.

리뷰 관리 시간 70% 단축
크리마의 AI 리뷰 분석*으로 
상품별 긍정/부정 피드백과 

중요 개선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AI 리뷰 분석

01 02 03 04

* AI 리뷰 분석이란? 

  AI(인공지능)가 리뷰 텍스트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기술입니다.

대기업부터 브랜드, 소호몰까지 

왜 크리마 리뷰를 사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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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roblem & Solution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리뷰에 관한 문제 및 해결 방법

1. 상품 리뷰 수집        2.  리뷰의 정보성 향상



크리마 리뷰는 쇼핑몰이 겪는 2가지 어려움을 해결하여 

최종 구매 전환율을 높입니다.

02 Problem & Solution
CREMA REVIEW

상품 리뷰 수집

소비자가 상품에 관심이 있더라도 리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구매를 망설이게 됩니다.

크리마 리뷰는 리뷰 작성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리뷰 작성률을 높입니다.

리뷰는 있는데,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구매 전환을 이끌기 어렵습니다.

크리마 리뷰는 리뷰 작성창의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

하여 양질의 리뷰를 확보합니다.

6

문제

해결

문제

해결

1 리뷰의 정보성 향상2



02 CREMA REVIEW

95% - 구매 전, 리뷰를 확인한다.

79% - 리뷰를 보고 구매의향이 바뀐다.

86% - 리뷰가 없으면 구매를 망설인다.

70% - 같은 상품이면 리뷰가 많은 곳에서 구매

58% - 오프라인 구매 시에도 온라인 리뷰를 확인

소비자 리뷰 영향력 조사(중복 응답) *

0%

100%

200%

300%

400%

저가 상품 고가 상품

리뷰 노출에 따른 구매 전환 증가 **

리뷰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 경험의 중요한 요소이며,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구매 고객은 리뷰 작성이 번거로워 리뷰를 남기지 않습니다.

상품 리뷰 수집

Problem & Solution

7

구매자 대비 리뷰 작성률

3.8%

온라인 쇼핑몰 

평균 리뷰 작성률

약 2배 증가

약 4배 증가

문제

1

* opensurvey, Trend Monitor 
**Northwestern University's Spiegel Research Center - “How Online Reviews Influenc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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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마

Problem & Solution

크리마 리뷰는 리뷰 작성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구매 고객의 리뷰 작성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8

로그인 주문 
조회

제품 
상세창

긴 
스크롤 바

리뷰쓰기 
버튼

리뷰 
작성

01 02 03 04 05 06

   로그인 or 
 링크 클릭

리뷰 
작성

01 02

리뷰 작성 프로세스

기존
리뷰 작성 프로세스

한 번의 클릭으로 리뷰 작성

해결

상품 리뷰 수집1



02 CREMA REVIEW

9

온라인 쇼핑몰 평균 리뷰 작성률

크리마 이용 전 크리마 이용 후

12.4%

3.8%

약 3.26배 증가 12.4%

구매 후 쇼핑몰 로그인 시 

리뷰 작성 유도 팝업 노출
배송 완료 시점에 

리뷰 작성 유도 메시지 발송

Problem & Solution

또한 구매 후 최적의 시점에 리뷰 작성을 유도하고 

구매 고객은 원클릭 버튼으로 손쉽게 리뷰를 작성할 수 있어 

리뷰 작성률이 증가합니다.

해결

상품 리뷰 수집1



02 CREMA REVIEW

10

Problem & Solution

이용후기(리뷰) 확인 이유 (중복응답) *

*출처: 한국소비자연맹

구매 후 불만족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평가가 궁금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냥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어서

82.3%

82.3%

78.0%

70.4%

64.8%

21.0%

16.7%

소비자는 리뷰 정보를 통해 상품 구매를 결정하므로 

많은 리뷰와 더불어 양질의 리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리뷰의 정보성 향상2

up!

구매 결정

원피스 재질이 부들부들하니 좋아요! 
딱 떨어지는 기장에 끈으로 체형에 맞춰 
묶는 거라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여리여리한 핏이라 진짜 맘에 쏙 들어요 :)

키 160cm  몸무게 48~50kg   평소사이즈 S

양질의 리뷰로 

정보 수집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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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작성란

적립금 정책을 노출하여 
포토/동영상 리뷰 작성 유도

포토/동영상 첨부

상품 평가

적립금 안내 메시지

나의 정보

만족도, 사이즈 어때요, 
사이즈 한줄평 등

키, 몸무게 
평소 사이즈 등

Problem & Solution

크리마 리뷰는 리뷰 작성창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상품평, 포토/동영상, 추가 정보(키/몸무게)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남길 수 있습니다.

2달간 평균 포토/동영상 리뷰 수

크리마 이용 전 크리마 이용 후

182,000%

106,200%

약 1.7배 증가 1,820

1,062

리뷰 작성 팝업

해결

리뷰의 정보성 향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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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 Solution

추가 정보 수집/노출

리뷰 작성자의 추가 정보(키/몸무게 등)를 수집하여 다양한 리뷰 정보를 제공하고, 
필터링 기능으로 원하는 항목을 선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SNS 리뷰 연동

SNS 리뷰 연동으로 외부에서 
작성된 양질의 리뷰 콘텐츠를 
자사몰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리뷰

동영상 리뷰로 
한층 더 생생한 리뷰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양질의 리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리뷰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해결

리뷰의 정보성 향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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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 Solution

[젝시믹스] 온라인 자사몰 매출액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젝시믹스] 온라인 자사몰 내 리뷰수 *

단위: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리뷰수

포토/동영상 리뷰수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만으로는 소비자들

이 구매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 상품 리뷰를 통해 간접 경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크리마 리뷰를 

도입하여 리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크리마 리뷰를 

통해 포토/동영상 리뷰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메인페이지에 양

질의 동영상 리뷰를 노출하여 고객의 운동 욕구와 구매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 결과 구매 전환이 빨라지고 반품도 줄었으며,  

이는 자사몰 성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 젝시믹스 온라인 담당자 인터뷰

이처럼 고품질의 리뷰를 지속 확보하고 활성화한다면 

자사몰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13

크리마 리뷰 도입 성공사례 [젝시믹스] 관련 콘텐츠 (바로가기)

해결

02
리뷰의 정보성 향상2

https://brunch.co.kr/@cremasolution/26


03 CREMA Key Feature
크리마 리뷰 주요 기능 더 알아보기

1. 다양한 리뷰 위젯         2.  효율적인 리뷰 관리 기능         3.  외부 채널 리뷰 연동         4. AI 리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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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디자인의 리뷰 위젯을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여 고객의 리뷰를 마케팅 콘텐츠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리뷰 위젯

03 CREMA REVIEW

Key Feature

리뷰평점

4.9
베스트 포토리뷰

리스트 위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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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크리마 리뷰 위젯을 경험해 보세요.

다양한 리뷰 위젯

03 CREMA REVIEW

Key Feature

위젯 샘플페이지 (바로가기)

쇼핑 카테고리별 적용사례 (바로가기)

모바일 (포토팝업 강조)

PC (포토팝업)

https://sample.cre.ma/review/
https://cremafactory.notion.site/f3b45d7ab5e8426a8cf3aadb7293f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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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REMA REVIEW

Key Feature

자동 적립금 / 일괄 개인화 댓글 / 불만 리뷰 관리 등 

효율적인 리뷰 관리 시스템으로 

리뷰 관리 시간이 70% 감소합니다.

효율적인 리뷰 관리 기능
자동 적립금

불만 리뷰 관리

일괄 개인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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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상품이나 옵션(색상/포장 수 등)이 

다른 상품의 리뷰를 서로 연동하여 

각 상품 상세페이지 리뷰 영역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리뷰 관리 기능

03 CREMA REVIEW

Key Feature

세트 상품 리뷰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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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제휴를 통한 외부 채널 리뷰 연동으로 

리뷰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채널 리뷰 연동

03 CREMA REVIEW

Key Feature

* 지원 외부 채널

- 브랜디/하이버/플레어: 양방향 리뷰 연동 

- 룩핀: 단방향(자사몰 → 룩핀) 리뷰 연동

** 더 많은 외부 채널과 리뷰 연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랜디/하이버/플레어 양방향 리뷰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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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뷰 분석*으로 

주요 키워드별 리뷰 분석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분석된 리뷰를 통해 상품별 긍정/부정 피드백을 

파악하여 제품 개선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AI 리뷰 분석

03 CREMA REVIEW

Key Feature

리뷰별 감정/키워드 분석

상품별 감정/키워드 분석

키워드별 리뷰 위젯 출시 예정

 * AI 리뷰 분석이란? 

    AI(인공지능)가 리뷰 텍스트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기술입니다. 

** 현재는 패션/뷰티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AI 리뷰 분석이 가능하며, 

    추후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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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결과를 한눈에 보기 편한 대시보드로 제공합니다.

AI 리뷰 분석

03 CREMA REVIEW

Key Feature 상품별 만족도 및 잠재력 분석 

시장 트렌드 및 자사몰 경쟁력 분석

-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사몰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추가 매출의 기회를 발견하거나,   

상품 기획 및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는 크리마 리뷰 고객사 중 일부를 대상으로 클로즈 베타를 진행 중이며,

   이후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쳐 정식 론칭될 예정입니다.

출시 예정

출시 예정



04 Why CREMA REVIEW
크리마 리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No.1 리뷰 서비스        2.  최고의 리뷰 전문가        3.  No 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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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CREMA REVIEW

Why CREMA REVIEW

고객사 수

2400+
고객사 연간 거래액

6.2조원
연간 리뷰 작성 수

2800만+
월간 페이지뷰

16억+

크리마 리뷰는 1인 쇼핑몰부터 대기업 브랜드까지 

가장 많은 고객사*가 사용하는 최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No.1 리뷰 서비스

* 유료 결제 고객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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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마 리뷰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의 생생한 후기*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리뷰 서비스

04 CREMA REVIEW

Why CREMA REVIEW

크리마 리뷰 쓰다가 잠깐 다른 리뷰 서비스도 이용해 봤는데 크리마 리뷰가 위젯과 편의 기능이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서 다시 크리마 리뷰를 사용했습니다. 역시 리뷰 서비스는 크리마가 독보적으

로 좋은 것 같습니다.

“ 패션 쇼핑몰 A

타서비스 이용하다가 크리마 리뷰로 넘어왔는데 설치 진행도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바로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리뷰 관리도 직관적이라 주담당자 외의 직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디자인이나 고객 접근성은 역시나 따라올 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크리마 리

뷰 설치하세요!

“ 뷰티 쇼핑몰 B

크리마 리뷰 두 번째 사용입니다. 이전엔 대행 업무하며 설치했고, 이번엔 본사 자사몰에 설치를 했는

데, 늘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해 주시고, 설치도 꼼꼼해서 믿고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기능이 좋아도 서

비스가 별로면 쓰기 싫은데, 크리마 리뷰는 프로그램 기능도 서비스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 리빙 쇼핑몰 C

* 출처: 카페24 앱스토어



8년 간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최고의 리뷰 전문가들이 크리마 리뷰를 만들어갑니다.

최고의 리뷰 전문가

04 CREMA REVIEW

Why CREMA REVIEW

이커머스에 대한 뛰어난 인사이트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며 시장을 선도합니다.

크리마 리뷰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어요!

서비스 기능만큼 
고객 지원도 중요해요!

대량의 트래픽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서버를 갖추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보안성으로 

정보 보안에 철저합니다.

훌륭한 서비스는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리뷰 서비스 운영&컨설팅 분야 
최고의 전문 인력이 고객사의 고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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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마 리뷰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 추가 비용

04 CREMA REVIEW

Why CREMA REVIEW

리뷰 작성 유도 메시지를 매월 4000건 무료로 제공해 드려요.

결제한 이용기간 동안 트래픽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추가 비용이 없어요.

(선택에 따라 초과 발송 가능, 초과 발송 시 SMS-16원 / 알림톡-11원)

크리마 리뷰는 기본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하며, 

서비스 기간 만료 시점의 트래픽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 없이 크리마가 직접 설치해 드려요. (독립형 제외)

크리마가 제공하는 위젯 중 원하는 위젯을 원하는 위치에 마음껏 

설치 가능해요.

프리미엄 기능(동영상 리뷰, SNS 리뷰 연동, AI 리뷰 분석 등)도 

마음껏 사용하세요.



업계 1위 리뷰 서비스,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선도하는 

크리마 리뷰를 지금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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