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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한국의상위웹사이트 모바일마케팅탁월

어도비디지털인덱스 베스트오브더베스트벤치마크 보고서 모바일 가장빠르고주요한디지털마케팅채널로부상

서울 년 월 일 어도비의최신조사에따르면국내마케터들이고객과의마케팅접점으로모바일에집중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가모바일퍼스트비즈니스변혁을주도하고있으며 한국의상위웹사이트들이

스마트폰트래픽점유율에있어아태지역의다른국가및 미국보다우위에있는것으로드러났다

어도비 는오늘 어도비 디지털 인덱스 베스트오브 더 베스트벤치마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 호주 및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인도 홍콩 중국 일본 등 개 지역 및 미국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개 주요 성과

지표 에서 상위 에 위치한 그룹과 평균 그룹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통해 측정한 주요 성과 지표는 모바일

및태블릿기기를통한트래픽 고착률 방문율 체류시간 전환율 클릭률이다 이번보고서는성공적인디지털마케팅조직이

평균조직과비교해얼마나뛰어난성과를보이는지에대한 심도깊은통찰력을보여준다

어도비디지털인덱스수석애널리스트타마라가프니 는 아태지역은스마트폰및태블릿트래픽과같은주요

모바일 지표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 며 특히 한국은 스마트폰 트래픽 점유율 부문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이며

아태지역을 리드하고 있다 모바일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발 빠르게 모바일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펼친 한국의 상위 그룹

마케터들은성공적인디지털 마케팅수행을통해아태지역의모바일퍼스트전략을주도하고있다 고평가했다

어도비디지털인덱스 베스트 오브더베스트벤치마크 아태지역보고서의한국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아태지역의 스마트폰 트래픽 점유율은 이전 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국은 상위 그룹의 스마트폰

트래픽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를 기록해 아태지역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스마트폰 방문자를 위한

모바일 최적화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시사했다 반면 상위 그룹의 태블릿 트래픽 점유율은 아태지역 중 가장

낮은 를기록했다

 한국은 고착률 한 페이지 이상 방문한 비율 에서도 평균 그룹 및 상위 그룹 모두 아태지역 다른

국가들은 물론 미국 보다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마케터들이 사이트 경로와 구성의 최적화를 잘 하고

있음을보여준다

 매출과 직결되는 전환율의 경우 일본 과 인도 의 평균 그룹이 아태지역을 리드하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높은수치를보였다 한국의경우상위그룹과평균그룹의 격차는이전해보다더벌어진 것으로나타났다

                                                        
1 한 페이지 이상방문한 비율 
2 한 명의 방문자 당한 달 간 방문횟수 
3 웹사이트 방문수 대비 구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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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한국의 상위 웹사이트 모바일마케팅 탁월” 

 
 한국은 충성도 강화 및 높은 전환율을 이끌어내는 방문율과 체류시간 모두 이전 해에 비해 증가했으나 상위 그룹과

평균그룹간격차는더 벌어졌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아태지역의 모든 산업군에서 스마트폰 트래픽 점유율이 증가했으며 통신분야의 상위 사이트는

조사대상산업군중가장높은스마트폰트래픽점유율 과방문율 회 을기록했다 고착률에서는미디어및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스낵컬처로 불리는 콘텐츠 소비형태의 변화를 입증하는

결과다

타마라가프니는 모바일 최적화는오늘날 기업들에게 있어 필수조건이되었다 모바일 개발이미숙한기업은 불리한 입장에

놓일수있다 며 아태지역은스마트폰및태블릿트래픽부문에서다른지역들보다우위를차지하고있는데 아태지역의상위

웹사이트그룹은방문자중 가스마트폰을통해방문하며 체류시간이나고착률과같은부문에서높은성과를보이고있다

이번 보고서는 고객을 확보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기를 넘나들며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입증했다 고강조했다

어도비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벤치마크를 통해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벤치마크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알아보려면어도비의디지털마케팅성숙도평가 에서확인하면된다

어도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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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도비시스템즈에 대한 정보 및 뉴스는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공식 페이스북 과

공식트위터 에서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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