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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가트너매직쿼드런트 멀티채널 캠페인관리

부문리더로 선정

비전 완성도에서 최고 평가

서울 년 월 일 어도비 는 가트너가 발표한 멀티채널 캠페인 관리 부문의 매직

쿼드런트 에서 자사가 비전 완성도

항목에서최고평가를받으며 리더로선정되었다고밝혔다

어도비 디지털 마케팅 사업부 마케팅 전략 담당 스레쉬 비탈 부사장은 강력한 고객 데이터 관리와 정교한

개인화프로그램을디지털 채널과전통채널 모두를 통해제공하는능력은성공적인 마케팅수행에있어 매우 중요하다 라며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 의 핵심 요소인 어도비 캠페인 은 마케팅 담당자가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돕는 솔루션이다 금번에 어도비가 비전 완성도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 받은 것은

고객에게최고의캠페인관리 솔루션을제공하고자하는우리의헌신이인정받은뜻 깊은 일이다 라고말했다

멀티채널 캠페인 관리 부문의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서 비전 완성도의 평가 기준으로는 시장 이해도 마케팅 전략 판매

전략 제품 제공 전략 사업 모델 버티컬 업계 전략 혁신 지역적 전략이 포함됐다 기업의 실행 능력 평가에는 제품 및 서비스

전반적실행가능성 판매수행 및가격책정 시장반응 실적 마케팅수행 고객경험 운영활동등의기준이적용됐다

어도비 캠페인은 최고 수준의 캠페인과 제안 개인화 그리고 모든 채널 상에서 정교한 자동화 및 마케팅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어도비는 년 네오레인 을 인수한 이래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와의 통합

어도비 익스피어리언스 매니저의 핵심 기능과의 연동 그리고 마케팅 담당자들이 많은 비용이 들거나 메일 에

의존하지않고캠페인을조정 및통합할수있게돕는 고유의 신규가격책정모델등을 통해 어도비캠페인을발전시켜왔다

가트너는 리더로 선정된 업체들은 기본 캠페인과 고급 캠페인 디지털 마케팅과의 통합을 위한 전반적 캠페인 관리 수행에

있어서 일관되게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이들은 시장에서의 높은 가시성과 시장 보급률 강력한 시장 모멘텀 및 캠페인 관리

사업성장에대한전략적비전을가지고있다 고설명했다

가트너는 또 멀티채널 캠페인 관리 프로세스는 웹사이트 모바일 소셜

다이렉트 메일 콜센터 이메일 등과 같은 멀티채널 환경에서 인바운드 혹은 아웃바운드 마케팅 활동 시

고객 세그먼트 별 통합된 상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마케팅은 실행할만한 브랜딩 광고 맥락 마케팅

거래마케팅 등을포함하는캠페인관리와지속적으로통합되고있다 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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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멀티채널 캠페인 관리’ 부문 리더로 선정 

 
가트너의 멀티채널캠페인 관리부문의매직쿼드런트 보고서는 에서확인할 수있다

추가 자료

 어도비 캠페인 블로그

 어도비 캠페인 트위터 팔로우 하기

 어도비 캠페인 웹사이트

법적책임부인

가트너는 조사 보고서에 소개된 특정 업체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지지하거나 기술 사용자들에게 높은 순위의 업체만을

특별히 권장하지 않는다 가트너 조사 발행물은 가트너 조사 기관의 견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적 진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가트너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이나 상품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해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든보증을부인한다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에 대하여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는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원 스톱으로 제공한다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는

분석 소셜 광고 타깃 웹 및 앱 경험 관리 솔루션 크로스채널 캠페인 관리뿐 아니라 마케팅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캠페인에

대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모아 핵심 서비스와 모바일 기능 등으로 구성된 통합 솔루션이다 따라서 마케팅 담당자들은

데이터로부터인사이트를도출하고실행에이르는과정을더욱빠르고스마트하게할수 있다

어도비시스템즈에 대하여

어도비는사용자의디지털경험을통해세상을바꾼다 자세한정보는 에서찾을 수있다

http://blogs.adobe.com/digitalmarketing/campaign-management/
https://twitter.com/AdobeCampaign
http://www.adobe.com/kr/solutions/campaign-management.html
http://www.adobe.co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