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고 웹사이트 

트래픽을 증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항상 모색하고 

있습니다.

Criteo Customer AcquisitionBETA는 잠재 고객들을 

파악하고, 고객의 관심사와 구매 가능성에 기반한 

타게팅으로 신규 고객들로부터 새로운 매출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riteo Customer AcquisitionBETA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과 브라우징 경로, 개인별 관심사 

및 상품 구매 가능성에 기반하여 새로운 고객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크리테오는 광범위한 

제휴매체사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디바이스에 걸쳐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제공하여, 최대 

12배 많은 고객들에게 도달하고 구매 전환율을 대폭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 더 많은 잠재고객에게  

도달
신규 고객 비율

관련성 높은 신규 고객 타게팅을 위한

Criteo Customer AcquisitionBETA

개인 맞춤화된 상품 추천을 통해 신규 고객에게 도달

억 명+



올바른 고객을 타게팅
강력한 Criteo Shopper Graph 기술을 통해 12억 명 이상의 온라인 고객들과 

광범위한 크리테오 제휴매체사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기존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잠재 

고객들을 파악하고 구분합니다.

구매 전환율 향상
종합적인 구매 및 브라우징 이력에 대한 크리테오의 정밀 분석을 통해 구매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품과 관련성이 높은 소비자들을 타게팅합니다.

맞춤화된 상품 추천
고객 확보 캠페인 전반에서 사용자 중심의 상품 추천과 머신 러닝 기술을 적용해, 신규 

고객 유입을 최대 73%까지 향상시키고 고객 참여도를 높여줍니다.

고유한 퍼포먼스 기반 모델
고유한 퍼포먼스 기반의 고객 확보 솔루션으로 ROI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관련성 높은 

고객이 CCA 캠페인 배너를 클릭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더욱 효율 

중심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크리테오의 고유한 혜택

Criteo Customer AcquisitionBETA를 통해 맞춤화된 상품 추천으로 새로운 고객들을 타게팅하고,  

신규 매출을 획기적으로 향상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크리테오의 Account Strategist 에게 문의하십시오.

크리테오 소개

크리테오(NASDAQ: CRTO)는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브랜드와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글로벌 커머스 

마케팅 리더입니다. 2,700명의 크리테오 직원들이 전 세계 16,000개 고객사들과 수 천개 프리미엄 매체사들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니즈에 맞는 상품과 정보를 제공하여 높은 마케팅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크리테오는  

연 5,500억 달러가 넘는 커머스 매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와 기업의 마케터와 

매체사들이 협업을 통해 높은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커머스 마케팅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criteo.com/kr/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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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