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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2022년
- SKT True Innovation Accelerator 선정

2021년
- 중기부 팁스 프로그램 선정
- Microsoft startup program 선정

중요하지만 활용하기 어려웠던 리뷰.
빌리뷰는 AI 기술로 리뷰에 가치를 더하여 더 좋은 커머스 환경을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2020년
- (주)빌리뷰 설립
- 시드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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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뷰는 중요하니까

소비자의 구매 의견인 ‘리뷰’를 통해
이커머스 참여자들은 다양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쇼핑 편의 증대
• 플랫폼 신뢰도 확보

• 판매 상품에 대한 피드백 수렴

• 시장 현황 모니터링

• 상품/브랜드 신뢰 확보
• 마케팅/CS에 활용

• 구매 시 의사 결정에 참조
•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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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뷰는 중요하니까

리뷰는 ‘고객-고객’간, ‘상품-고객’간을 잇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발빠른 기업들은 리뷰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리뷰 강화 관련 기업 기사
• 이마트 앱 리뷰 강화…후기로 구매전환 높인다
• ‘커머스'의 진화…'리뷰·좋아요·웹예능' 있어야 팔린다
• 동영상, 큐레이션…e커머스, 리뷰 시스템 고도화에 사활
• 구매 전환율 높이는 ‘고객 리뷰’ 고도화
• 네이버, 쇼핑리뷰 한 줄로 요약하는 ‘Ai리뷰 요약’ 선봬
• GS프레시몰, '리뷰 전문관' 신설 … 리뷰 데이터 등 분석해 100여종 추천
• 화해, 수백만 리뷰 요약한 '리뷰 토픽’ 오픈
• "못 믿겠다"는 소비자 늘자…플랫폼 "리뷰 신뢰도, 어떻게 올릴까"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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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뷰는 중요하니까

리뷰를 잘 활용할수록 소비자 만족은 물론
사내 구성원의 업무 성과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케팅

서비스 기획

쇼핑 퍼널 효율화

AI/DATA 기반 UX 선제적 도입

추천 상품 개인화

분석된 리뷰 활용한 신규 서비스

CS

영업

고객 만족도 향상

상품별 리뷰 관리 용이

리뷰 작성/조회 고객 프로파일링

소비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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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뷰는 중요하니까

리뷰가 중요한 건 누구나 알지만
‘리뷰를 활용하라’는 미션은 생각보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리뷰를 활용해야 한다

플랫폼 차별화

이슈인 것 알겠고,

리뷰 분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사용자 경험 개선

하긴 해야하는데

소비자의 리뷰 경험을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 의견 청취

무엇을? 어떻게? 누가?

N사에 있는 기능 우리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등을 위해 해야한다

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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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뷰를 잘 활용하려면

리뷰 데이터는 형태적 특성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별점

리뷰

- 정형 데이터 (Numeric)

- 비정형 데이터 (Text, Image)

- 극도로 축약된 정보

VS

- 별점에 대한 근거 내용

- 정보량 적음

- 정보량 많음

- 평균 별점 참조

- 상위에 노출되는 몇 개만 참조

그렇다면 리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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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뷰를 잘 활용하려면

리뷰 활용은 데이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빌리뷰는 리뷰 분석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커머스

자연어 처리, 개인화 추천 기술 기반

리뷰 분석 기술 특허 보유

경력자들이 모인 전문가 팀

서비스 개발 경력 다수

비슷하면서도 다른 산업 분야에서 쌓은

AI/Data 기술로 원천 데이터에서

리뷰의 가치를 끌어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에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고

유통/커머스의 DX를 실현합니다

매우 능숙합니다

활용법을 제시합니다.

KR 10-2262285
“사용자 리뷰 분석에 기반한
사용자 사이의 취향 유사도
산출 장치 및 방법” 등록
KR 10-2276427
“신규 리뷰 작성에 대한 추정
가치 산출 장치 및 방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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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뷰를 잘 활용하려면

빌리뷰의 리뷰 분석 AI는
날것의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합니다.
[As-is] Raw data

[To-be] Knowledge

청바지에도 슬랙스에도 잘 어울려서 어디든 입기 좋은
서츠예요 오버핏이라 편하고 실크라 살에 닿는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요! 화면 그대로 쨍한 블루컬러입니다

Analysis
pipeline

Tokenization

Embedding
10

Exploration / Classification

3. 리뷰를 잘 활용하려면

리뷰 분석 AI를 API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AI 개발자 없이도 리뷰 분석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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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빌리뷰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리뷰를 가치 있게 만드는 빌리뷰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리뷰 토픽 분류

한
한줄
줄 리뷰
리뷰

리뷰 기반 추천

리뷰 분석 대시보드

리뷰를 정리하여

리뷰를 요약하여

리뷰를 활용하여

리뷰를 통계화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보기

중요한 내용만 모아보기

비슷한 상품을 추천

마케팅/CS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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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빌리뷰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리뷰 토픽 분류
“주제별로 리뷰를 보기 쉽게 정리해 드려요”

기대효과
선도적 AI 기술 도입
사용자 편의 증대
리뷰 퀄리티 강화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 1위 N사에는 리뷰 토픽 분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평범한 리뷰 게시판에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AI가 리뷰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분류해 줌으로써
사용자들이 익숙해져 있는 쇼핑 경험을 쉽게 제공할 수 있으며,
주제가 있는 리뷰를 우선으로 다루게 되니 리뷰의 품질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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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빌리뷰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한 줄 리뷰
“상품별로 중요한 리뷰 한 줄만 미리 보여드려요”

기대효과
섬네일 UX/UI 개선
상품정보 한계 보완
리뷰 클릭 유도

‘상품 선택 → 무한 스크롤 → 뒤로 가기 → 상품 선택…’
쇼핑할 때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구매 의사를 방해합니다.
상품 섬네일에서 중요한 리뷰를 요약해서 보여주면
소비자의 쇼핑을 보다 더욱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리뷰를 한 줄씩만 미리 보여줌으로써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올리고 클릭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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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빌리뷰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리뷰 분석을 통한 키워드 추출]

리뷰 기반 추천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아요”

“리뷰에서 추출한 정보로 비슷한 상품을 추천해 드려요”

“다이어트하려고 삼”

“다이어트를 시작하여
닭가슴살을 주문했는데”

기대효과
추천 상품 다양화
고객 취향 반영
추가 매출 기여
[상품상세 페이지에서의 연관 상품 추천]

구매자들의 리뷰에는 상품을 특징짓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상품의 리뷰에서 추출한 키워드가 유사하다면

As

-is

그 상품들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뷰 키워드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 추천을 제공합니다.
보다 다양한 상품 노출과 높은 구매 전환율을 위해
구매자 의견 위주의 상품 추천 방식을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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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좋은 식품

To

-be

4. 빌리뷰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리뷰 분석 대시보드
“리뷰 통계로 상품별/소비자별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어요”

기대효과
상품 피드백 수렴
고객별 관리 가능
트렌드 예측

리뷰에는 수많은 상품 정보가 담겨 있고
다양한 고객의 취향이 반영돼 있습니다.
리뷰-상품-사용자를 연계한 고도화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경쟁 시대,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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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빌리뷰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빌리뷰와 함께 리뷰를 가치있게 만들고 있는 고객사들이에요.

소호 쇼핑몰 약 300여개

롯데ON

S.I.BEAUTY

S.I.VILLAGE

설치형 위젯

리뷰 토픽 분류 API

리뷰 토픽 분류 API

리뷰 토픽 분류 API

2020. 10. ~

2021. 05. ~

2021. 12. ~

202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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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업 프로세스

빌리뷰는 최적화 된 리뷰 분석 시스템과 풍부한 서비스 경험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ick-o

/

NDA/MOU

PoC
• 월 단위 과금
(협의 가능)

API
• 데이터 연동 후
2주 이내에
API 제공 가능
(토픽 분류 기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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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업 프로세스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쇼핑 경험 혁신을 위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단계

달성
목표

Phase 1. 리뷰 분석 서비스 연동

• 데이터-리뷰 분석 API 연동
• 리뷰 분석 기반의 결과물 도출

Phase 2 . 고객사 맞춤 서비스 고도화

• 분석 엔진 및 서비스 고도화
• 고객사x빌리뷰 파트너십 기반의
신규 프로젝트 수행

Phase 3. 사용자-리뷰 연계 분석

• 리뷰를 남긴/조회한 사용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 사용자 프로파일 기반의 개인화 추천 및
광고 서비스

• 표준화 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고도의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 사용자가 남긴 리뷰는 분석을 통해 다시 사용자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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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업 프로세스 _ FAQ
Q. 도입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빌리뷰에서 안내드리는 API 연동 프로세스를 따라 손쉽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사-빌리뷰 시스템의 의존성을 최소화하여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뷰 토픽 분류 API의 경우 데이터 연동 후 2주 이내에 개발용 API를 제공해 드립니다.
Q. 연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연동은 ① 원본 데이터 연동 (고객사 → 빌리뷰), ② 분석 데이터 연동 (빌리뷰 → 고객사)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① 원본 데이터 연동
(고객사 → 빌리뷰)
② 분석 데이터 연동
(빌리뷰 → 고객사)

리뷰 등록/수정 시점에 빌리뷰 API를 호출하여 리뷰 및 상품 정보를 전송합니다. (배치로도 가능)

상품 상세 등 리뷰가 큐레이션 되는 영역에서 빌리뷰 조회 API를 호출하면 양식에 맞게 변환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플랫폼 내 남겨진 리뷰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별 정액제로 과금합니다. 여러 개의 기능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제안 드립니다.
API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contact@bereview.co.kr) 문의 부탁드립니다.
Q. 다른 서비스 대비 뭐가 좋은 건가요?
A.

① 사전 방식 vs 딥러닝 방식

② 세분화 된 카테고리

③ 유연한 대응

몇몇 플랫폼에서는 사전 방식을 활용하여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터를 선택하면 특정 단어가 들어간 리뷰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동의어, 동음이의어 등에 취약하여 오류가 많고 사용자 경험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빌리뷰의 토픽 분석은 상품군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상품군에 따라 달라지는 구매 의사 결정 기준을 반영하여 ‘지속력’, ‘착용감’, ‘마블링’, ‘배터리’ 등의 세부 토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보유한 리뷰 분석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고객사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서 원하시는 경우 기술 및 개발 측면에서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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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ereview.co.kr
📧 contact@berevie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