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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테오, 디파이너리와 첫 국내 CDP 파트너십 발표 
 

- 크리테오, 디파이너리와 고객 데이터 플랫폼 파트너십 발표, CDP 파트너십은 국내서 처음 

- 데이터 통합 및 크리테오 커머스 데이터 연계한 오디언스 세트와 크리테오 커머스 미디어 기술의 연결로 보다 

정교한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커머스 미디어 기업 크리테오(크리테오코리아 대표 김도윤)가 SaaS 기반 CDP(Customer Data Platform, 고객 데이

터 플랫폼)인 디파이너리(DFINERY)와 오디언스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크리테

오가 한국에서 체결한 첫 CDP 파트너십으로, 크리테오는 이를 통해 크리테오 오디언스 도달과 크리테오 퍼스트파

티 미디어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강화해 간다는 계획이다. 

 

크리테오는 마케팅 담당자 및 미디어 소유자들이 커머스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보다 나은 이커머스 성과를 거둘 수 있

도록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된, 퍼스트파티 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디파이너리와의 퍼스트파티 데이터 통합 파

트너십으로, 크리테오는 더 다양한 기업에 보다 정교한 마케팅 전략 및 인사이트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동으

로 퍼스트파티 데이터를 쉽게 확장하고 조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크리테오 AI 엔진을 통해 다양한 세그먼트 테스트와 

학습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된 퍼스트파티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케터들은 높은 수준의 마케팅 인사이트 획득, 관련성 높은 새로운 타겟 고객 발굴, 고객 생애 가치 개선으로 마케팅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크리테오코리아 x 디파이너리 파트너십 주요 특징 

• 디파이너리 오디언스 스튜디오의 퍼스트파티 데이터와 아이지에이웍스의 하이퍼 DMP 데이터 결합 제공 

• 최대 7억 2,500만 명의 일일활성사용자, 40억 개의 제품 SKU, 수천 가지 제품 카테고리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의 크리테오 커머스 데이터 세트와 연결해 퍼스트파티 데이터 강화 

• 마케팅 담당자가 커머스 그로스 플랫폼에서 오디언스 세트 커스터마이징과 시뮬레이션 가능 

• 설정된 오디언스 세트로 크리테오의 개인화 마케팅 캠페인 활성화 및 최적화 가능 

• 데이터 측정을 통한 독자적인 고객 인사이트 제공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크리테오코리아 김도윤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마케터들이 개인정보보호 정책 하의 퍼스트파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퍼스트파티 데이터와 결합된 크리테오의 정교한 머신러

닝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커머스 데이터 세트를 구축해 광고 솔루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 

 

□ 크리테오 소개 

크리테오(NASDAQ: CRTO)는 마케터와 미디어 소유자가 더 나은 커머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커머스 미디어 기업이다. 업계를 선도하는 크리테오의 커머스 미디어 플랫폼은 상품 발견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보다 풍부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2,000 여 마케터와 수천명에 이르는 미디어 소유자를 연결한다. 

크리테오는 신뢰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광고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제품 발견, 혁신, 선택 및 구매를 장려하는 오픈 

인터넷을 지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크리테오코리아 홈페이지(www.criteo.co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riteo.co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