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시트

성공적인 자동화 마케팅의 

5가지 요소 

B2B 고객 코드를 해독하는 방법 

최고의 B2B 잠재 고객을 찾아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전환하기 

과거에는 영업 전문가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제품 

데모, 비즈니스 오찬 또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대면 회의에서 

B2B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 그러나 오늘날 B2B 이해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조사를 온라인으로 수행합니다 . 실제로 2020 년의 경우 팬데믹 

이전에 비해 구매자의 33%가 더 오랫동안 온라인에서 제품 관련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49%는 제품이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습니다 .1 

잠재 고객은 제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동안 자신의 의도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남깁니다. 이러한 단서를 이해하면 (코드 해독 ), 메시지를 맞춤화하여 보다 관련성 

있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에 정통한 마케팅 및 영업 부서에서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을 채택하여 , 

각 팀이 하나의 공통 플랫폼에서 협력하고 온라인에서 B2B 고객과 만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 

"평균적으로 

구매자들은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6.9 개의 정보 출처를 

사용합니다."1 

B2B 구매 연결 종료 (B2B 

Buying Disconnect), Trust 

Pilot 

마지막 액세스 날짜 :" 2021 년 

8월 18 일 (다운로드하려면 양식 

작성) 

"마케터의 64%는 

마케팅 자동화가 더 

많은 판매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2 

전자상거래 마케팅 동향 

보고서(E-commerce Marketing 

Trend Report), 

Spotler 와 Thuiswinkel.org, 

emailmonday.com 

마지막 액세스 날짜 : 2021 년 8월 

18 일(다운로드하려면 양식 작성 ) 

1 성공적인 자동화 마케팅의 5가지 요소 / 버전 2.1. / Copyright ©2021, Oracle 및/또는 계열사 / 공개 기업 

https://go.trustradius.com/2021-B2B-Disconnect.html
https://go.trustradius.com/2021-B2B-Disconnect.html
https://go.trustradius.com/2021-B2B-Disconnect.html
https://spotler.com/downloads/ecommerce-marketing-trendrapport-2019
https://spotler.com/downloads/ecommerce-marketing-trendrapport-2019
https://spotler.com/downloads/ecommerce-marketing-trendrapport-2019
https://spotler.com/downloads/ecommerce-marketing-trendrapport-2019
https://spotler.com/downloads/ecommerce-marketing-trendrapport-2019
https://emailmonday.com
https://Thuiswinkel.org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은 이메일 캠페인 , 웹 양식 및 랜딩 페이지에 대한 반복적인 

수동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마케팅 팀의 부담을 줄여 보다 효율성과 생산성 , 

전략성을 향상시킵니다 . 또한 중요한 점은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 마케팅 및 영업 

팀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수익 창출 작업에 맞춰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영업 리드 생성 , 육성 및 평가 

 고객 충성도 및 장기적인 참여도 개선 

 교차 판매 및 상향 판매 

 마케팅 ROI 측정 

B2B 구매가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마케팅 자동화는 마케팅 및 영업에 있어 

필수 기술이 되었습니다 . 

자동화된 마케팅을 채택하는 회사는 수익이 증가하고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 기업이 여러 채널을 통해 자동으로 

고객과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고 상황에 맞는 개인화된 메시지를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많은 B2B 마케팅 전문가들은 

마케팅 자동화가 회사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B2B 고객 코드 해독 

마케팅 자동화가 B2B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방법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몇 분간 제품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한다면 , 그 

방문자가 누구이며 의도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장 조사를 

수행하는 대학 인턴입니까 ? 경쟁 제품의 기능에 대해 들어본 중간 관리자일까요 ? 

아니면 대규모 구매의 결정권이 있는 고위 간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은 다양한 온라인 단서를 수집 , 분석 및 해독하여 , 고객과 

고객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쿠키, 장치 ID 및 기타 

디지털 도구와 같은 식별자는 온라인 방문자의 ID를 설정합니다 . 그런 다음 

직책과 같은 다른 데이터 소스의 정보를 사용하여 정확한 방문자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은 또한 제품 랜딩 페이지에서 보낸 시간 , 읽은 블로그 

게시물은 물론, 웨비나에 등록했지만 웹 양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잠재 

고객의 행동을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이 판매 여정에서 잠재 고객의 위치를 식별하면 마케팅 및 

영업은 상황에 맞는 개인화된 메시지와 제안으로 잠재 고객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을 사용하여 이러한 B2B 고객 코드를 해독하면 그렇지 않은 

경쟁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을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케터의 95%는 

마케팅 자동화가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3 

마케팅 자동화 통합 

설문조사(Marketing 

Automation Integration 

Survey), Ascend2 및 연구 

파트너, ascend2.com 

마지막 액세스 날짜 : 2021 년 8월 

18 일 

2 성공적인 자동화 마케팅의 5가지 요소 / 버전 2.1. / Copyright ©2021, Oracle 및/또는 계열사 / 공개 기업 

http://ascend2.com/wp-content/uploads/2019/07/Ascend2-Marketing-Automation-Integration-Survey-Summary-Report-190711.pdf
http://ascend2.com/wp-content/uploads/2019/07/Ascend2-Marketing-Automation-Integration-Survey-Summary-Report-190711.pdf
http://ascend2.com/wp-content/uploads/2019/07/Ascend2-Marketing-Automation-Integration-Survey-Summary-Report-190711.pdf
http://ascend2.com/wp-content/uploads/2019/07/Ascend2-Marketing-Automation-Integration-Survey-Summary-Report-190711.pdf
http://ascend2.com/wp-content/uploads/2019/07/Ascend2-Marketing-Automation-Integration-Survey-Summary-Report-190711.pdf
https://ascend2.com


 

                

     

    

       

           

     

       

     

          

       

   

         

          

    

           

           

          

        

          

       

         

 

     

            

           

         

         

          

         

         

         

     

      

        

        

           

          

 

 

 

 

 

 

 

 

 

 

 

 

 

 

 

 

 

 

 

 

 

 

 

 

 

 

 

 

 

 

 

 

 

 

 

• 고품질 리드 생성 

• 수익 증대 

• 영업 및 마케팅 방향 일치 

B2B 고객 코드를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는 회사는 리드 전환율을 높이고 판매 

주기를 단축하며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 

성공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5가지 열쇠 

마케팅 비전을 비즈니스 현실로 전환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은 B2B 기업에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의 5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 기반을 제공합니다 . 

1. 고객 파악 

다른 마케팅 솔루션과 달리 , 회사에서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스에서 관련 프로필 데이터를 집계하여 고객에 대한 전체 

보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고유한 고객 데이터 외에도 회사의 인구 통계 , 조직 및 구매 패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타사 공급업체 및 기타 외부 소스의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 모바일 및 웹과 같은 여러 마케팅 채널을 단일 마케팅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인 고객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대한 통합 보기를 통해 적절하고 개인화된 메시지로 고객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 고객을 인식하고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을 육성하는 회사는 적격 리드가 크게 

증가합니다. 

2. 고객 코드 해독 여정 

마케팅 자동화의 강력한 추적 및 분석 기능은 마케팅 및 영업 팀이 잠재 

고객이 판매 유입 경로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같은 잠재 고객의 온라인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를 통해 최적의 시간에 

올바른 마케팅 메시지 또는 판매 제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은 특정 고객이 귀하의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해당 고객의 방문 즉시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판매 확률이 높아집니다 . 또한 관련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는 능력은 가치를 입증하고 , 고객이 판매 주기 전반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3. 정보에 입각한 개인화된 경험 제공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사용합니다 . 경로를 

따라 진행하는 동안 정보 요구 사항과 행동이 변경됩니다 . 

고려 단계에 있는 잠재 고객은 업계 동향에 대한 백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판매 유입 경로를 더욱 깊이 파고든 잠재 고객의 경우 , 기술 사양과 

3 성공적인 자동화 마케팅의 5가지 요소 / 버전 2.1. / Copyright ©2021, Oracle 및/또는 계열사 / 공개 기업 



 

                

         

          

         

         

         

     

         

         

         

           

 

          

       

         

   

        

          

         

 

    

       

          

   

          

          

          

         

          

          

     

          

         

           

   

           

    

 
 

 

 
 

 

 

 

 

 

 

 

 

 

 

 

 

 

 

 

 

 

 

 

 

 

 

 

 

 

구현 가이드를 검토 가능합니다 . 마케팅 자동화를 사용하면 각 단계에서 잠재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보에 입각한 개인화된 메시지로 고객 지원을 

조정하고 판매 유입 경로의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라스베이거스에서 회의를 주최하고 인구 통계 대상이 중서부인 고위 위험 

관리 임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이 설명에 맞는 잠재 고객은 

개인화된 이메일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 

이메일을 여는 임원은 귀하의 초대를 수락 , 거부 또는 무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교하게 타겟팅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수락한 경우 회의 당일에 

확인 이메일과 알림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그리고 

회의에서 또는 그 직후에 영업 사원이 해당 임원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초대를 거절한 임원은 "다음에 뵙기를 바랍니다 ." 이메일과 

"놓치신 내용입니다 ." 라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 이메일 초대를 무시한 

임원은 초대 수락 /거절 전까지 일정 기간 Facebook, LinkedIn 등의 스폰서 

광고를 보게 됩니다 . 

정보에 입각한 개인화된 메시지를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이 바로 B2B 

마케터가 리드 평가 , 리드 흐름 및 데이터 통합 자동화부터 고도로 타겟팅된 

육성 이메일 전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마케팅 자동화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4. 어디에서나 고객에게 도달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 마케팅 및 영업은 이메일 , DM, 전화 캠페인 , 모바일,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여러 채널에서 개인화된 경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영업 관련 통찰력과 콘텐츠를 통해 어디에서나 고객과 잠재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거래를 더 빨리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고객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고객에 대한 타겟팅이 더욱 우수하고 더욱 개인화된 콘텐츠를 

받을수록 고객이 더 오랜 시간 웹 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능한 모든 접점과 상호 작용을 고려하고 각각의 영향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 

5. 수익 및 마케팅 ROI 향상 

최고 실적 기업의 CMO 는 마케팅 자동화를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를 

수익 증대라고 말합니다 . 최고의 판매 리드를 식별하고 거래를 결정할 때까지 

판매 유입 경로를 통해 육성하는 마케팅 자동화의 능력을 고려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 

마케팅 자동화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ROI 를 개선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시간 관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4 성공적인 자동화 마케팅의 5가지 요소 / 버전 2.1. / Copyright ©2021, Oracle 및/또는 계열사 / 공개 기업 



 

                

         
         

          

          

   

         

     

   
  

         
           

           

          

         

          

        
            

       

          

       

             

       
        

         

        
  

       

      

          
           

        

         
         

        

   

      

         

        

           
        

         

       
         

 

 
 

 

 

 

 

 

 

 

 

 

 

 

 

 

 

 

 

 

 

 

 

 

시간은 직원의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 

마케터는 영업 리드를 수동으로 선별하거나 여러 마케팅 시스템을 오가지 

않고도 최고의 잠재 고객을 찾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사용자는 마케팅 자동화의 가장 큰 이점이 시간을 

절약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 

마케팅 자동화 사용자는 종종 판매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마케팅 

간접비용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 

Oracle Eloqua Marketing and Automation 이 B2B 고객 코드를 
해독하는 방법 

Oracle Eloqua 는 마케터가 전체 고객 여정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개발된 적응형 마케팅 도구와 함께 업계에서 가장 풍부한 

데이터 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 결과 잠재 고객과 고객은 여러 채널에서 

관련성 있고 일관되며 상황에 맞는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Oracle Eloqua Marketing and Automaton 의 혜택을 실감한 B2B 회사 중 하나는 

비즈니스 및 금융 뉴스 회사인 Dow Jones 입니다. Dow Jones 가 사용하는 Oracle 

Eloqua Marketing Automation 은 리드 점수 매기기 , 고객 메일 보내기 , 깨끗한 

데이터 보장, 올바른 고객 마케팅 권한이 있는지 확인 등 마케팅 및 영업 기술 

간에 꼭 필요한 통합을 제공합니다 . Oracle Eloqua 는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므로 , 

Dow Jones 마케터는 마케팅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추가하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 

1년 간의 전환 기간 동안 B2B 마케팅 팀은 생성된 양식 수를 두 배로 늘리고 

전환율을 73% 향상시켰으며, 이메일 마케팅 캠페인을 36% 증가시켰습니다. 영업 

팀은 Oracle Eloqua 영업 도구인 Profiler 를 사용하여 영업 팀의 Salesforce 

워크플로에 포함된 풍부한 형식으로 연락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Oracle Eloqua Marketing and Automation 은 B2B 기업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딱 필요한 때에 적합한 고객을 타겟팅 

Oracle Eloqua 를 사용하면 마케터가 이메일 , 디스플레이 , 검색, 웹, 비디오 및 

모바일 전반에 걸쳐 개인화된 캠페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리드 및 

캠페인 관리 도구를 통해 적시에 적절한 고객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Oracle Eloqua 는 타겟팅된 맞춤형 캠페인 외에도 새로운 판매 

리드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또한 Oracle Eloqua 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징 플랫폼인 WeChat 과 통합되어 글로벌 

영역을 확장합니다 . B2B 회사는 교차 채널 캠페인에 WeChat 활동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정보 기반 개인화된 마케팅 제공 

Oracle Eloqua 를 사용하면 특성, 행동 및 지역을 기반으로 고객을 전략적으로 

필터링하고 분류하여 타겟팅된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프로필 데이터 , 고객 행동 데이터 및 제 3자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므로 각 

고객에 대한 포괄적인 단일 보기가 제공됩니다 . Oracle 의 마케팅 솔루션 

제품군의 일부인 Oracle Eloqua 는 혁신적이고 완전히 통합된 마케팅 기술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동급 최고의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이 중앙 집중식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유료, 자체 및 획득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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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쳐 캠페인을 구성하고 평가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의 진정한 의도 이해 

Oracle Eloqua 는 Oracle 의 마케팅 솔루션 제품군 덕분에 업계에서 가장 

풍부한 데이터 세트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알려지지 않은 고객 프로필을 

가져와 실제 잠재 고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타사 데이터 소스의 

정보를 추가하고 ID 확인 기술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완전히 상세한 고객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포괄적인 고객 프로필과 이메일 ,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채널 전반에 걸친 고객 행동에 대한 통합 보기를 통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고객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4. 마케팅 효과 측정 

Oracle Eloqua 는 CMO 와 그 팀이 다양한 고객 메트릭스를 더 잘 분석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CMO 는 점점 더 고객을 리더십, 전략 및 

운영과 같은 모든 업무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충성도 및 유지 

마케팅에 대한 지출은 2021년에 30% 증가하는 반면 다른 분야의 지출은 

감소할 것입니다 .4 Oracle Eloqua 의 직관적인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여 

다중 채널 캠페인을 설계하고 캠페인의 모든 단계를 시각화하여 고객 

메시지가 정확하도록 합니다 . 또한 Oracle Eloqua 의 리드 및 캠페인 관리 

도구는 즉각적인 보고 및 통찰력을 제공하여 마케팅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 더 높은 ROI 를 위해 마케팅 및 영업 조정 

Oracle Eloqua 는 이메일 열기, 웹 활동 , 소셜 활동 및 양식 제출과 같은 

구매자에 대한 다양한 인텔리전스 소스를 통합하여 영업이 구매자의 특정 

관심 또는 우려 사항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구매자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Oracle Eloqua 는 모든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하여 구매자의 

관심과 판매 유입 경로 상태 , 그리고 판매 주기에서 구매자의 다중 채널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마케팅과 영업 간의 협업이 향상됩니다 . 이 정보 및 

기타 정보는 마케팅 부서와 영업 부서 간에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유입 경로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 타겟팅 

B2B 고객은 제품 조사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이동했으며 일반적으로 판매 주기 

후반에 회사에 연락합니다 . 마케팅 자동화는 마케팅과 영업이 협력하여 타겟화된 

개인화된 메시지를 통해 모든 판매 유입 경로 단계의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마케팅 자동화는 고객 데이터 , 이메일 캠페인 및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여 보다 보람 있는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021 년에 충성도 및 

유지 마케팅에 대한 

지출은 30% 증가하는 

반면 다른 분야의 

지출은 감소할 

것입니다."4 

2021 년 예측 : 

위기 탈출 가속화 (Predictions 

2021: Accelerating Out of the 

Crisis, Forrester), Forrester 

마지막 액세스 날짜 : 2021 년 8월 

18 일(다운로드하려면 양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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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평균적으로 구매자들은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6.9 개의 정보 출처를 

사용합니다.1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을 사용하면 잠재 고객과 고객의 의도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정보와 개인화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판매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 B2B 회사는 첫 번째 상호 작용에서 판매 마감까지 

포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 마케팅은 시간 집약적인 수동 작업 대신 중요한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 있습니다 . 

 B2B 마케팅 전문가들은 자동화된 마케팅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 

Oracle Marketing 정보 

B2B 및 B2C 마케터는 통합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인 Oracle 의 마케팅을 

사용하여 판매, 브랜드 및 고객 충성도를 높입니다 . Oracle 의 마케팅 솔루션 

제품군은 업계에서 가장 풍부한 데이터 세트와 최고의 적응형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므로, 마케터는 고객이 어디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선택하든 

거부할 수 없는 일관되며 연결된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출처 

1. "B2B 구매 연결 종료 (B2B Buying Disconnect)," Trust Pilot, 마지막 액세스 날짜 : 2021 년 8월 

18 일(다운로드하려면 양식 작성 ) 

2. "전자 상거래 마케팅 동향 보고서 (E-commerce Marketing Trend Report)", Spotler 및 Thuiswinkel.org, 

emailmonday.com, 마지막 액세스 날짜 : 2021 년 8월 18 일(다운로드하려면 양식 작성 ) 

3. "마케팅 자동화 통합 설문 조사 (Marketing Automation Integration Survey)", Ascend2 및 연구 파트너 , 

ascend2.com, 마지막 액세스 날짜 : 2021 년 8월 18 일 

4. 2021 년 예측 : 위기 탈출 가속화 (Predictions 2021: Accelerating Out Of The Crisis), 

Forrester, 마지막 액세스 날짜 : 2021 년 8월 18 일(다운로드하려면 양식 작성 ) 

자세한 내용은 

oracle.com/cx/marketing 에서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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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scend2.com/wp-content/uploads/2019/07/Ascend2-Marketing-Automation-Integration-Survey-Summary-Report-190711.pdf
http://ascend2.com/wp-content/uploads/2019/07/Ascend2-Marketing-Automation-Integration-Survey-Summary-Report-190711.pdf
http://ascend2.com/wp-content/uploads/2019/07/Ascend2-Marketing-Automation-Integration-Survey-Summary-Report-190711.pdf
https://go.forrester.com/predictions/predictions-2021/
https://go.forrester.com/predictions/predictions-2021/
https://go.forrester.com/predictions/prediction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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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에 문의하기 

전화 + 1.800.ORACLE1 또는 oracle.com 에 문의하십시오 . 북미 외 지역은 oracle.com/contact 에서 현지 사무소를 

확인하십시오. 

blogs.oracle.com facebook.com/oracle twitter.com/oracle 

Copyright © 2021, Oracle 및/또는 그 자회사 . 모든 권리 보유. 이 문서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이 문서의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Oracle 은이 
문서에 오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으며 ,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의 적합성에 
대한 암시적 보증이나 조건을 포함하여 구두로 표현했거나 법적으로 암시되거나 
관계없이 어떠한 보증이나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Oracle 은 이 문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 문서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계약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Oracle 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전자적, 기계적 또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복제되거나 전송될 수 없습니다 . 

본 기기는 아직 연방통신위원회 (FCC) 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 본 기기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Oracle 및 Java 는 Oracle Corporation 및/또는 그 자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 기타의 명칭들은 각 
해당 명칭을 소유한 회사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 

Intel 및 Intel Xeon 은 Intel Corporation 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모든 SPARC 상표는 
라이선스 하에 사용되며 SPARC International, Inc. 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AMD, Opteron, 
AMD 로고, AMD Opteron 로고는 Advanced Micro Devices 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UNIX 는 The Open Group 의 등록 상표입니다 . 0120 

면책 조항: 데이터 시트에 면책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수익 인식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콘텐츠 및 면책 조항 요구 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이메일 
REVREC_US@oracle.com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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