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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 글로벌 파트너십

발표

서울 년 월 일 어도비 와 은 오늘 미국에서 열린 어도비의 연례 디지털 마케팅

컨퍼런스 어도비 서밋’ 에서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 가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 에 대한 전문화된 기업 컨설팅 역량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 역량과 디자인 및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의 전문성이

결합함으로써 고객 여정의 모든 접점들을 포괄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다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일관된 경험은

아이디어 창출 거래 로열티 프로그램 특별 프로모션 소비자 관계 이력과 기타 개인별 총체적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브래드 렌처 어도비 디지털 마케팅 총괄 수석 부사장은 “어도비는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과 같은 세계

최대의 가장 혁신적인 에이전시 및 시스템 통합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며 양사의 고객사는 모바일 앱 통합

쇼핑 카트 매장 내 디지털 스크린 등 어디에서든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도비와 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솔루션들로부터 큰 혜택을 얻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폴 파파스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 글로벌 리더는 기업 가치 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디지털 경험으로부터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방식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경험 설계

시스템 통합 전략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특별한 디지털 에이전시인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의 서비스와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오늘의 발표를 통해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러한 기대치와 경험 사이의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로 뒷받침된 의 특별한 고객 경험 설계와 개발에 대한 전문성은 기업들이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통합되고 개인화된 콘텐츠와 제안들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객이 기업의 웹사이트나

디지털 앱에 방문한 경우 사이트는 고객에 대한 통합된 시각으로 그들이 구매 여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매가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고객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번 파트너십은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에

대한 컨설턴트들의 교육 및 인증과 주요 지역에서 과 어도비의 공동 고객팀 구성 등을 포함한다

인터랙티브익스피리언스에대하여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에서 얻을 수 있다 트위터에서

를 팔로우 하면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에 관한 소셜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어도비마케팅클라우드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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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기업의 분의 를 포함한 수천 개의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를 통해 한 해 조 천억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어도비에대하여

어도비는 사용자의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자세한 정보는 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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