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가지 디지털 상거래 정보 + PxM이 뉴 노멀 
시대의 성공을 지원하는 방법

“ 전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온라인 판매율이 
4배 증가했습니다.” 1

“ 고품질 제품 정보를 여러 채널에서 더 빠르고 일관성 
있게 게시함으로써, 판매율을 높이고 고객 통화량 
및 제품 반품을 줄이며 고객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DIY 소매업체인 Hubo에서는 공급업체 셀프서비스 
포털과 Product 360을 사용하여 신제품 및 
공급업체를 10배 빠른 속도로 온보딩합니다. 8

기업은 변화하는 고객의 구매 
행태에 적응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함 

고객의 기대와 우선순위가 변화하면서 구매 및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편의성, 연계성, 안전으로 고객 
충성도 창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고객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공급망, 
관련 있는 고품질 맞춤형 제품 경험, 편리한 비대면 쇼핑 옵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워크플로우 자동화 
시장 출시 시간 단축 
자동화 및 간소화된 디지털 상거래 워크플로우는 제품 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합니다.

고객과의 연결에서 기본 채널이 
된 디지털 
기업에서는 디지털을 기본 채널로 삼아 소비자 및 B2B 고객과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동일한 수준의 품질 및 접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풍성한 제품 
콘텐츠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한 구매 유도
전환 및 판매를 촉진하고 반품을 줄이려면 옴니채널 상거래 역량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 제품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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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iNGEL에서는 옴니채널 판매가 증가했으며, 회사가 
Amazon, eBay, OTTO와 같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 Informatica MDM - Product 360을 통해 첫 구매에 
만족하는 고객이 늘어나 상품의 반품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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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소매업체
북미

전자책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뉴 노멀’ 시대에 디지털을 기본 채널로 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기업은 비즈니스 전략을 채택하고 옴니채널 상거래 성공을 실현해야 합니다. PxM(제품 경험 관리)은 
조직이 제품 콘텐츠와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및 협업하고, AI/ML을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며, 영업 및 마케팅 채널에 신뢰할 수 있고 상황에 맞는 풍성한 제품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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