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을 증대하고 영업 주기를 단축해 
줄 고객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다섯 
가지 B2B 활용 사례

B2B CX 데이터 전략: 
광범위한 비전과 관심 유지

“ 기업의 성공에 정말로 중요한 분야를 한 가지 선택하고 가치를 빠르게 제공하십시오. 
사람들은 단기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 많은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 Tom Davenport, MIT

포괄적인 빅 데이터 전략을 동시에 판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사적인 데이터 
전략이 최종 단계에는 중요하지만, 다른 부문에서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일상적인 기회나 위험을 파악합니다. 좀 더 작고 주안점을 둔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치를 제공하는 조직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쌓으십시오. 

비즈니스의 전략적 목표에 맞춰 조정합니다.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장 잘 해결되는 최고로 중요한 비즈니스 과제를 계획하십시오. 

즉각적인 성과를 확인합니다. 빠르고 명확한 데이터 전략으로 세분화, 
전자상거래 개인화, 교차 판매/상향 판매 등에서 성과를 얻으면 사람들의 참여 
속도가 빨라집니다.

비전에 대해 타협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가치가 있다면 그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더 쉬운 길이 있을 수 있지만, 기대하는 결과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 데이터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싶으십니까?
최신 360° 뷰가 충성도 높은 B2B 고객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자세한 정보

CDP는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연락처, 계정, 
행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뷰를 통해 요구 
사항을 식별함으로써 소비지출 점유율을 
증진시키고 타겟팅된 지원을 위한 계정 
점유율을 가속화합니다.

CDP는 추가된 기업 통계/타사 데이터 
통찰력을 통해 고도로 타겟팅된 부분과 
보다 개인화된 제안을 생성함으로써 리드 
전환율을 증가시키는 더 나은 SQL(Sales 
Qualified Lead) 및 MQL(Marketing Qualified 
Lead)을 제공합니다.

CDP는 특급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고 고객 
신뢰와 충성도를 높여 주며, 제품 사용 
현황 및 고객 만족 지표(NPS 등)를 더욱 잘 
이해함으로써 첫 번째 통화에서의 해결책을 
지원합니다.

ABM 마케팅 프로그램 

세분화

유지 및 충성도

ABM을 실행하는 기업은 
마케팅 활동에서 208%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합니다.1

B2B 비즈니스에 대한 
고객 가치의 90%는 최초 
판매 이후에 실제로 얻게 
됩니다.3

단 15%의 B2B 기업만이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뷰를 
확보하고 있으며,19%만이 
타겟 부문의 고객 여정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2 

충성도 높은 고객은 
재구매할 가능성이 
5배, 이해할 가능성이 
5배, 추천할 가능성이 
4배, 새 제품을 사용해 
볼 가능성이 7배 더 
높습니다.4

1  마케팅 전문 사무 시스템, https://www.marketingprofs.com/podcasts/2019/41861/b2b-abm-ty-heath-marketing-smarts-podcasthttps://www.marketingprofs.com/podcasts/2019/41861/b2b-abm-ty-heath-marketing-smarts-podcast
2  McKinsey, B2B 디지털 리더가 동료들보다 다섯 배 더 많은 수익 증대를 이끌어 낸 방법,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arketing-and-sales/our-insights/how-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arketing-and-sales/our-insights/how-
b2b-digital-leaders-drive-five-times-more-revenue-growth-than-their-peersb2b-digital-leaders-drive-five-times-more-revenue-growth-than-their-peers

3  Forbes, 성공적인 B2B 교차 판매 및 상향 판매 전략의 여섯 가지 전략, https://blog.marketo.com/2016/08/6-steps-for-a-successful-b2b-cross-sell-and-upsell-strategy.htmlhttps://blog.marketo.com/2016/08/6-steps-for-a-successful-b2b-cross-sell-and-upsell-strategy.html  
4  Temkin, 추천으로 이어지는 고객 경험, https://experiencematters.wordpress.com/category/roi-of-customer-experiencehttps://experiencematters.wordpress.com/category/roi-of-customer-experience
5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B2B 마케팅 분야의 AI: 인간 지능과 Martech 지능이 만나는 곳, https://zenmedia.com/blog/ai-in-b2b-marketing-where-human-intelligence-https://zenmedia.com/blog/ai-in-b2b-marketing-where-human-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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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B2B 엔터프라이즈의 
30%가 AI를 이용해 가상의 
사용자, 부문 또는 개별 고객 
관점에서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 조치를 
제안합니다.5

5
CDP는 구매 단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인식에 
적용되는 예측 모델을 통해 누가, 언제, 
무엇을 구매할지 식별하여 적절한 시기에 
관련된 상호 작용에 대한 차선의 제안이나 
조치, 조언을 찾아냅니다.

차선의 제안

CDP는 소유한 제품, 사용된 서비스 및 
라이선스 갱신을 하여 고객 여정에 대한 
완벽한 뷰를 매핑함으로써 수락률을 더 높여 
줄 제안 번들링 전략을 최적화합니다.

교차 판매/상향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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