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리뷰 시스템



크리마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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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수 증가

리뷰 증가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리뷰 작성률이  200% ~ 400% 증가합니다.

효과적 리뷰관리

리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력 및 관리 시간이 대폭 감소합니다.

최적화된 레이아웃

쇼핑몰과 잘 어울리는

최적의 리뷰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중요도에 비해  낮은 리뷰 작성률,  문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 온라인 상품 구매시 가장 중요한 자료 > < 구매자 대비 리뷰 작성률 >

55% 3%리뷰

3



로그인
주문
조회

제품
상세창

긴
스크롤바

리뷰쓰기
버튼

리뷰
작성

로그인 /
링크클릭

주문
조회

제품
상세창

긴
스크롤바

리뷰쓰기
버튼

리뷰
작성

크리마가 리뷰작성까지 걸리는 과정을  간단하게  줄여드립니다. 

리뷰를 작성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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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환경에서
배송완료 후 사이트 방문 시 
리뷰 작성 팝업을 통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배송완료 후 사이트 방문 시 
리뷰 작성 팝업을 통하여, 

SMS 환경에서
배송완료 후 별도의 
로그인 없이 링크를 통하여,

리뷰 작성하러가기

오늘하루보지않기

[Web발신]
[옷가게] 배송완료 
되었습니다. 
상품은 어떠신가요?
배송상품확인

:cre.ma/x1rl2r

리뷰 등록하기

모든 환경에서 최적의 시점에 고객이 간단하게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전체 리뷰 작성률 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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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작성배송완료 후 
리뷰안내문자 전송

배송완료 후 모바일 로그인 시
리뷰작성 유도 팝업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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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모바일

작성된 리뷰는 
상품 하단 리뷰게시판에 
자동으로 등록

웹사이트
리뷰 작성시, 상품 페이지의 리뷰게시판에 자동으로 등록

링크 및 팝업창을 통한 
포토리뷰 작성유도

배송완료 후 웹 사이트 로그인 시 리뷰작성 유도팝업 등장, 창에서 바로 리뷰작성 가능



3.8%

크리마
이용 전

크리마
이용 후

 

평
균  

리
뷰  

작
성
률 

12.4%

약 3.26배
증가

리뷰수와 리뷰 작성률을 늘리고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를 주세요.

구매율이 향상 됩니다.

일 

별  

리
뷰 

개
수 

약 5.8배
증가

크리마서비스 적용시점

< 간편리뷰 이용 전체 쇼핑몰 평균 >< 업력 14년차 R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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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마는 다양한 리뷰시스템을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품상세 상품리뷰

SNS형 포토리뷰갤러리

분리형 위젯  ( 포토리뷰섬네일 / 리뷰리스트 )

추가 항목 입력 및 검색 기능

외부 채널과의 연동

글로벌 서비스



상품 상세 상품리뷰

 다양한 디자인의 상품 리뷰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 리스트형 >< 오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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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클릭 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깔끔한 레이아웃의 리뷰 팝업을 제공합니다.

상품 상세 상품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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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형 포토리뷰 갤러리

SNS타입 포토리뷰 갤러리를 통해 고객간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인스타형’ 두 가지 스타일이 있으며, 갤러리 특성에 따라 전체 노출, 카테고리 노출, 태그형 관리가 가능합니다.

< 일반형 > < 인스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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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위젯- 포토리뷰 섬네일

베스트 포토리뷰를 노출해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를 줍니다.

 고객이 보기쉽게 구매버튼 아래쪽에 배치합니다.

< 포토리뷰만 표시 > < 포토리뷰와 평점을 함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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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위젯- 리뷰 리스트

우수리뷰를 고객이 보기쉽게 제품 상세설명 위쪽에 노출해 제품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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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항목입력 및 검색기능

리뷰 작성시 키나 몸무게, 평소 입는 사이즈, 발볼크기, 피부타입 등 쇼핑몰이 설정한 추가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입력한 추가 정보에 따른 검색이 가능해 모든 고객이 자신에 맞는 리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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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채널과의 연동

자체 쇼핑몰에 있는 리뷰를 오픈마켓이나 백화점 등의 외부채널에 실시간 연동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외부채널의 리뷰수를 보완해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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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비스

해외몰(카페24해외몰, 메이크글로비 등)에도 간편리뷰가 적용됩니다.

한국몰과 해외몰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한국몰 리뷰를 자동으로 번역하여 해외몰에서도 더 많은 리뷰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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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문몰 예시 > < 영문몰 예시 >



소중한 고객의 리뷰 하나하나 더욱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크리마가 준비한 리뷰 관리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적립금 자동 계산 

일괄 댓글 작성

리뷰 통계



기본적립금설정

글자 이상

상품 가격이                                        원 이상,

포토후기는                                         을/를 지급,

일반후기는                                         을/를 지급합니다. 

조건추가 조건 삭제

추가적립금설정

상품가격에 따라

100

10000

1000

500

최초작성된 후기에 

최초작성된 포토후기에 

원,

원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0

1000

크리마님

crema

010 0000 1234

500원

2000원

2016/09/04
라인이 넘 예뻐요~ 데님
색도 넘 예쁘게 잘 ... ( 0 )

( 유효글자수 : 102 )

크리마님

crema

010 0000 1234

텍스트 리뷰 ( 글자수 100자 이상 )  
구매당시 상품가격이 10,000원 이상

크리마님

crema

010 0000 1234

라인이 넘 예뻐요~ 데님
색도 넘 예쁘게 잘 ... ( 0 )

( 유효글자수 : 102 )

포토 리뷰 ( 글자수 100자 이상 )  
구매당시 상품가격이 10,000원 이상
최초 작성된 포토후기

적립금 자동 계산 & 일괄지급

다양한 적립금 지급 조건 설정에 따라 적립금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일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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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지급

적립금 지급

계산된 예정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원의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한 고객 10명에게 



일괄 댓글 작성

미리 작성한 다양한 스타일의 댓글을 여러 리뷰에 일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댓글설정

수정

삭제

수정

삭제

수정

삭제

메세지 삭제 / 수정

고객님 감사합니다. 
예쁜 제품과 여러면에서 만족드리는 쇼핑몰이 되기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후기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소중한 후기글 너무나 감사드려요.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쁜 상품들이 매일 업뎃될 예정이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소중한 후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예쁜 상품들 많이 업뎃 예정이니 자주 들려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적립금 지급

적립금 지급

계산된 예정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원의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한 고객 10명에게 

댓글 입력

일괄 댓글작성

설정된 댓글을 랜덤하게 작성합니다.

동일한 댓글을 입력합니다.

선택한 고객 10명에게 

메세지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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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통계

리뷰수, 리뷰전환율 등 다양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어 쇼핑몰 운영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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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리뷰 게시판 디자인만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크리마 간편리뷰는 단순 디자인 변경 서비스가 아닌, 리뷰증가 / 리뷰영역 위젯 적용 / 리뷰 관리 툴 제공까지 

리뷰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의 리뷰 솔루션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디자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솔루션에 쌓여있던 리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간편리뷰 설치시 데이터 동기화를 통하여 기존 게시판에 있는 리뷰를 크리마 간편리뷰 서버로 가져옵니다. 

이 작업을 통하여 간편리뷰 라이브 적용 후 기존 리뷰들도 크리마 위젯에서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 가격은 트래픽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크리마는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070-5102-2595~6

support@cre.ma

www.cre.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