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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cial Cloud는 소셜 채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 Social Marketing과  Earned Media, Paid Media, Owned Media에 걸쳐

고객들의 반응을 수집, 대응, 분석을 제공하는 Social Engagement and Monitorin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소셜 채널을 대상으로 마케팅 콘텐츠 제작부터 

관리 및 분석을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소셜 메시지를 추출하여 고객의 Voice 

파악,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및 소셜 데이터 분석 제공

도입 배경
■  지역별 서로 다른 소셜 채널 관리로 인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 

결여

 ■  통합된 플랫폼 내에서 Localization이 필요

 ■  고객들의 적극적인 소셜 채널 참여 유도 필요

도입 효과
■  약 5개의 소셜 채널들을 Oracle Social Cloud라는 통합 플랫폼에서 

관리함으로써 Governance 확보와 동시에 Localization이 

가능하도록 지원

■  +1.1 Million Facebook Fans, +90,000 Twitter Followers, 

+50,000 LinkedIn Contacts, +25,000 Instagram Followers  증대

고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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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DMP

자사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의 디지털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3rd Party 

데이터 통합을 통해 타겟 고객군을 좀 더 정교하게 추출합니다. 

또한 타겟팅에 대한 정확성 및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도입 배경
■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의 중요성 

증대

■  마케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타겟팅의 정교성 증대 

필요

도입 효과
■  Dell을 방문하는 고객 데이터와 3rd Party 데이터를 통합하여 가장 

구매가능성이 높은 타겟군을 선정하여 타겟팅의 정확성 증대

■  광고 집행비 대비 페이지 유입량이 1000% 증가

■  홈페이지 방문율이 15% 증가

고객 사례

Audience Data Management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1st Party 데이터뿐만 아니라, 2nd, 3rd Party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Pre-Integrated Media and AD Partners

이미 미디어 및 광고 파트너들과 연계되어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소셜 광고 등 멀티 채널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udience Data Marketplace

D&B, 마스터 카드 등 30개 이상의 Branded Data Provider로부터 약 700M 이상의 Un-known 

고객들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udience Analytics

캠페인 실행 후, 결과 분석뿐만 아니라 캠페인 실행 전 타겟고객 군에 대한 적합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마케팅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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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Commerce Cloud

Oracle Commerce Cloud는 구매 전환율을 극대화하는 

글로벌 머천다이징 기법과 프로세스를 템플릿화하여 브랜드 특성을 갖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쉽고 빠르게 론칭하고, 고객 경험 향상과 매출 극대화를 달성합니다.

“단 2주만에 우리는 구매결정권자에게 

전달되어야할 콘텐츠 뷰가 60% 향상
되었습니다.”

“3개월만에 그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오라클 커머스가 아니었더라면 현재 운
영 인력의 2배가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안정성과 뛰어난 기능들 때문에 Deli 

XL은 오라클 커머스로 쉬운 선택이 가
능했습니다.”

고객 사례

  동적 쇼핑 경험 체계

•  고객 분석 역량의 강화와 개인화된 맞춤형 

쇼핑 경험 체계의 제공

•  개인화된 맞춤형 오퍼를 통한 매출 극대화

•  현업 사용자를 위한 쉽고 빠른 옴니채널 

머천다이징

  매출 향상
•  고객 유입 극대화를 위한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활용성 확대
•  검색 가이드와 동적 콘텐츠를 이용한 구매 

전환율 향상
•  템플릿 기반의 머천다이징을 통한 Cross-

sell/Upsell로 평균 주문 금액 향상

  확장성과 민첩성
•  새로운 비즈니스, 브랜드, 캠페인 사이트를 

신속하게 론칭
•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빠르고 

용이하고 전개
•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머천다이징 민첩성 향상

IDC는 SaaS 기반의 솔루션으로 50% 이상의 쇼핑몰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 약 

20~50%의 TCO 절감 효과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장점 뿐만 아니라 오라클 커머스 클라우드는 세가지 중요한 전자상거래 

성공 요소를 제시합니다. 고객 쇼핑 경험을 주도하는 역량, 복잡하고 다양한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역량, 그리고 

비즈니스 성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적 인프라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빠른 시장 진입과 지속적인 매출 성장으로 안내합니다.

혁신적 고객 경험 체계
▶고객 유입과 브랜드 차별화

•  포털 검색을 통한 유입 극대화를 위한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탑재
•  고유의 Look & Feel 반영과 섬세하고 용이한 관리

▶구매 전환율 극대화
•  상품 네비게이션 및 검색 최적화
•  동적 콘텐츠 및 상품 추천 자동화를 통한 평균 주문 

금액의 향상

▶일관된 채널 접근성
•  반응형 웹 디자인으로 다양한 웹 및 모바일 기기에서의 

일관된 쇼핑 환경 제공

뛰어난 확장성과 운영 효율성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성

•  글로벌 쇼핑몰 운영을 위한 다국어, 다국적 화폐,  

마이크로 사이트, 상품 카탈로그 체계

▶시스템 통합성과 확장성
•  표준 개방 기술의 적극적 활용
•  마케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오라클 고객 경험 포트폴리오 

솔루션들과의 통합성

▶ 빠르고 단순한 관리 체계로 운영 FTE(Full Time 
Equivalent) 최소화
•  템플릿 기반의 신속한 전개와 변경
•  혁신적인 도구를 통한 관리의 효율화 달성

Oracle Commerce Cloud

CX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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