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테오, 디지털 광고 투명성 및 안전성 관련 글로벌 인증 획득
- 부정광고 근절, 저작권 침해 근절, 인벤토리 품질 향상 지침에 대한 TAG 인증 획득
- 디지털 광고업계 투명성 개선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 환경 조성 노력 결과
- 부정 트래픽,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 광고주 ROI 저해 요소 방지하는 체계적인 방안 입증
[크리테오 보도자료=2019.09.05] 오픈 인터넷 기반 광고 플랫폼 기업 크리테오(크리테오 코리아 대표
고민호)가 글로벌 인증 프로그램 TAG(Trustworthy Accountability Group)로부터 부정광고 방지 인증,
저작권 침해 근절 인증, 인벤토리 품질 지침 인증 등 3개 부문에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TAG는 불법 트래픽 등 디지털 광고업계에 치명적인 신뢰도와 안전성 문제를 초래하는 사안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로벌 인증 프로그램이다. TAG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를 제공하는 업체라 할 수 있다. 크리테오는 TAG 인증 획득으로
소비자 ROI를 제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크리테오가 획득한 3가지 TAG 인증은 부정광고 방지, 저작권 침해 근절, 인벤토리 품질 지침에 대한
것이다. 부정광고 방지 인증은 디지털 광고 공급망에서 불법 트래픽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증을
위해 불법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검증한다.
크리테오는 비피에이 월드와이드(BPA Worldwide) 사의 독립적인 외부 검증을 통해 인증을 획득했다.
저작권 침해 근절 인증은 부적절한 콘텐츠에 광고가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광고주 및 광고 대행사는 해적 콘텐츠, 모조품 등의 유통을 조장하는 웹사이트나 미디어에
브랜드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인벤토리 품질 지침 인증은 광고 업계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것으로, 광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인벤토리 및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한 업체에 주어진다. 신뢰할 수 있는 광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광고 환경을 조성한 기업만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번 크리테오 인증 획득에 대해 TAG의 COO인 레이첼 니스완더 토마스는 “부정광고, 저작권 침해 행위,
투명성 결여 등 문제는 복잡하고 상호 연관된 사안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TAG 인증 3개를
받은 크리테오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크리테오와 함께 우수한 업계 표준을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크리테오코리아 고민호 대표는 “민감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쉬운 디지털 환경 속에서, 브랜드
가치 보호, 부정광고 방지, 브랜드 메시지의 투명한 전달을 통한 브랜드 안전성은 광고주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크리테오가 획득한 TAG 인증은 브랜드 안전성에 있어 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 외에도, 크리테오가 보다 나은 디지털 광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끝>

###
<회사소개>
크리테오(NASDAQ: CRTO)는 중립성, 투명성, 포괄성을 지향하는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제공한다.
2,800명의 크리테오 직원들은 크리테오의 탁월한 머신러닝과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전
세계 19,000개 고객사들과 수 천 개 프리미엄 매체사들이 모든 채널에서 효과적인 광고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고객에게 더 나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크리테오 홈페이지(www.crite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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