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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성공적인디지털마케팅위한 베스트오브더

베스트벤치마크 아태지역보고서발표

성공적인마케팅가이드를제공하는이번조사결과 디지털우수성과매출간상관관계드러나

서울 년 월 일 어도비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케팅 담당자들이 경쟁자들에 비해 훨씬 앞선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또한

디지털에서의우수성이매출증가및기타비즈니스성공지표들과긴밀히연관될수있음을보여준다

어도비 는 오늘 발표한 어도비 디지털 인덱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벤치마크 아태지역

보고서 에서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인도

홍콩 중국 등 개 지역 및 미국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개 주요 성과 지표 에서 상위 에 위치한 그룹을 평균

그룹과 비교했다 이 주요 성과 지표에는 모바일 및 태블릿 기기를 통한 트래픽 체류율 한 페이지 이상 방문한

비율 방문자당방문횟수 체류시간 전환율 웹사이트방문수대비구매비율 이포함된다

이번 보고서는 성공적인 디지털 마케팅 조직이 일반 조직과 비교해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여준다 앞서 북미와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고서가

발간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

어도비 디지털 인덱스 수석 애널리스트 타마라 가프니 는 아태지역 상위 마케팅 담당자와 평균

그룹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며 웹사이트 방문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율 만 보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중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로 뽑힌 곳의 전환율이 평균에 비해 배 가까이

높았다 성공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이 매출 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고평가했다

어도비디지털인덱스 베스트 오브더베스트벤치마크 아태지역보고서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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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스마트폰 방문자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들이 스마트폰 트래픽 점유율에서 일반 사이트와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지난 해 스마트폰 방문자에게 최적화된 웹사이트 모바일 최적화 와 평균

그룹간격차는모든나라에서증가했다

 태블릿 기기 트래픽 점유율에서는 호주 및 뉴질랜드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태블릿기기를통한방문율에서상위사이트들이평균그룹보다약 높은수치를보였다

 전체 방문수 중 한 페이지 이상 방문한 비율인 체류율 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인도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사이트들에서의 체류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아태지역

국가중 위를차지했다

 아태지역 베스트오브더베스트 웹사이트들의 인당재방문수는평균그룹보다 높았다

 호주 및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웹사이트 체류시간은 전년 대비 높아진 반면 다른 지역의 체류시간은

하락하였다

타마라가프니는 마케팅담당자들은더이상 오프라인만바라봐서는안된다 며 이번보고서의자료가말해주듯 모든

디바이스 및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최상의 디지털 마케팅 결과를 이끌고 더 나아가 우수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고 분석했다 또 마케팅 담당자는 자신의 조직이 보고서 내

벤치마크의 어느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우선순위를정할필요가있다 고조언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지준영 대표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찾기 쉽고 연관성

있는모바일경험을제공하는 것이매우중요함을알수 있다 며 상위 의마케팅담당자들처럼 보다많은이들이 더

나은성과를이끌어내기위해이제는최적화된모바일경험을제공하는데눈을돌려야할때다 라고전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벤치마크 중 어디에 포함되는 지 알아보려면 어도비의 디지털 마케팅 성숙도

평가 에서확인하면된다

 

어도비시스템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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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도비시스템즈에 대한 뉴스와 업데이트는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공식 트위터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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