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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도비시스템즈-제일기획,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와 제일기획의 컨설팅 서비스를 결합, 디지털 마케팅 시장 리더십 강화  
 
서울 — 2015년 2월 23일 —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 최승억)와 제일기획(대표이사 사장 임대기)은 오늘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및 서비스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제일기획이 가진 마케팅 

분야에서의 리더십 및 풍부한 경험과 통합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인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Adobe Marketing Cloud)를 

결합하여, 고객들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 제휴는 마케팅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온 두 기업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두 기업의 

성장과 국내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시장에서 어도비 리더십 강화가 기대된다.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와 제일기획의 전략 및 

컨설팅 서비스를 결합해, 양사는 웹, 모바일, e커머스, 소셜 등 다양한 고객 접점에서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디지털 마케팅 사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일기획 디지털 부문장 피터 김 전무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마케팅 환경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결합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솔루션 업계 선두기업인 어도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디지털 마케팅 시장이 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최승억 대표는 “사물인터넷이 몰고 올 디지털 혁명을 앞두고, 마케팅에 대한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을 바탕으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개인화되고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마케팅과 

기술 분야 대표 기업인 어도비와 제일기획 두 회사가 고객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 발전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에 대하여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는 기업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모든 기기와 디지털 접점에서 고도로 개인화된 콘텐츠로 고객과 

잠재고객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관여하도록 돕는다. 긴밀하게 통합된 여섯 솔루션은 마케터에게 분석, 웹 및 앱 경험 관리, 

테스팅과 타겟팅, 광고, 소셜 및 캠페인에 초점을 둔 최고의 마케팅 기술 집합을 제공한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함께 이용하면, 모든 마케팅 채널에서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에셋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포춘 선정 

50대 기업의 3분의 2를 포함한 수천 개의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를 통해 한 해 30조 5천억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어도비에 대하여 

어도비는 사용자의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adobe.com/kr/ 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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