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크리테오코리아, 디지털 마케팅의 혁신을 주제로  

 ‘크리테오 라이브 서울’ 행사 9월 28일 개최  

 

- 국내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대상 전자상거래 분야 최신 기술 트렌드 및 시장 전략 제시 

- VR/AR, AI 관련 전문가 초빙 강연 및 국내 디지털 마케팅 분야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진행 

 

[2016 년 9 월 12 일] – 디지털 퍼포먼스 광고를 선도하는 글로벌 애드테크 기업 

크리테오(http://www.criteo.com/kr/)가 오는 28일 (수) 청담동 드레스가든에서 200여명의 국내 디지털 

마케터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 산업을 혁신시킬 다양한 기술의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크리테오 라이브 서울(Criteo Live Seoul)’ 행사를 개최한다. 

 

크리테오 라이브는 최신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및 기술 업데이트, 관련 시장 전략들을 업계에 소개하기 

위해 프랑스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로, 파리, 런던, 뉴욕, 도쿄 등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 바 있다. 서울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로 본 행사가 열리게 됐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은 게이밍뿐만 아니라, 패션, 유통,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쇼핑 경험을 구현해가고 있다. 또한 급속한 성능 향상으로 사회 각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역시 고객의 구매·검색 경험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크리테오는 본 행사를 통해 전례 없이 

혁신의 물결을 겪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술들을 소개하는 한편, 

2017년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마케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략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 IBM 김수연 상무는 ‘AI와 마케팅’을 주제로 실용적인 AI 기술로 가능해지는 새로운 

마케팅 기회들을 소개하며, 벤플(Benple)의 이경전 대표는 ‘데이터 기반의 옴니 채널 마케팅’을 주제로 

패션, 유통, 여행,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옴니채널 기반 마케팅 경험과 전략들에 대해 발표한다. 그 

밖에 구글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의 애드익스체인지(AdX) 책임자인 세바스찬 헨리치(Sebastian 

Henrici)는 모바일 미디어 최신 트렌드 및 모바일 마케터들의 당면 과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장에는 VR, AR 등 미래형 기술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함께 운영된다.  

 

또한 그레이스 프롬(Grace Fromm) 크리테오 북아시아 총괄 책임자는 크리테오 소개 및 사업현황을 

공유하며, 크리테오코리아 정성우 이사는 크리테오에서 최근 진행한 국내 디지털 마케팅 및 리타게팅 

트렌드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애드리언 걸디(Adrienne Gauldie) 크리테오 오프라인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책임자는 미래 전자상거래의 판도를 바꿀 다양한 기술과 핵심 전략들을 발표한다. 

크리테오는 본 발표를 기반으로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쇼핑 분야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 국내 온라인 구매 여정과 쇼핑 경험의 혁신을 이끌 고객 지원 방안 등을 부각할 

계획이다.  

http://www.criteo.com/kr/


 

 

한편, 이번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 등록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정보는 

http://www.criteo.com/kr/events/criteolive-seoul-2016/ 에서 확인 가능하다.  

 

크리테오(Criteo)에 대하여 

크리테오는 개인 맞춤형 퍼포먼스 마케팅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애드테크 기업이다.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에 걸쳐 31개 사무실에서 약 2,000여명의 임직원이 전 세계 17,000여 주요 매체사들과 

제휴를 통해 12,000 여 이상의 글로벌 광고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11 억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도달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는 www.criteo.com/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고자료문의: 곽소영 차장 (PressKR@crit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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