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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를통한고객데이터통합, 
고객을입체화하는 CX 전략



2© 2021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 INTERNAL - SAP and Customers only

1

2

3

고객에 대한 이해
고객 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의 중요성

WHAT Is SAP Customer Data Platform ?
솔루션 주요 특장점

Reference & 시사점
Lighthouse customers

Contents



3© 2021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 INTERNAL - SAP and Customers only

The key challenge: 오늘날고객을이해하는것이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

디지털 파워 보유 고객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넘나 들면서 브랜드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전통적인 제품 중심 기업은 우리의제품/서비스를
구매하고이용하는고객들은누구이고어떤경험을원하는지 In-moment 순간파악이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mpowered

Customer by 

digital 

Traditional

제품중심기업

?

??

86% 제품/상품자체보다는
사용경험이더중요

80%
80%고객은자신의
데이터통제권한을
자신이가지고있지
않다고불만

77%
조직의구성원은
다양한채널간실시간
고객인사이트제공을
받지못한다.

Key Question for CX

우리의제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는사람들은누구인가?

그들은만족하는가?

원하는바는무엇인가?

그들에대한정보는어디에
있으며, 어떻게입수할수

있는가?

그들을 이해하고, 
충성도 높은 fan로 만들 수

있는가?
The Experience Gap

고객 경험 이해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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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데이터 관리의 진화 과정

고객 데이터 관리의 진화

▪ 판매자 중심에서 고객/소자 중심으로 파워 이동

▪ 개별 분산 운영되는 데이터 사일로에서 Single Truth

▪ 빅데이터 볼륨을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시간 초개인화 경험

요구에 대응 방향으로 진화

19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Excel를
통한정보
통합

CRM를
통한고객
정보통합

자체개발을통한
전사고객정보
통합시도

CDP를통한전사
고객정보통합

식별 고객(PII) : 식별된

고객의 Big Data를만들어

광고이상의용도로사용

영구 고객 프로필 관리 : 

데이터를저장하고기록을

유지및고객에대한모든

데이터와자동결합하여단일

고객프로파일생성

멀티소스 Big Data 수집

한계,  수작업입력

위주로구성

빅데이터

온/오프통합

프라이버시

From CRM to SAP CDP

▪ 온/오프라인 전체 고객 여정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프로파일링

▪ 과거 및 일반 고객 데이터, 충성도 중심 CRM에서, 

▪ 더 중요해진 구매 이전의 인지, 고려, 호감 단계의 다양한 정보까지

확장하여 실시간 초개인화 경험 제공

인지 단계

관심 단계

질문 단계

구매 단계

사용 단계

옹호 단계

CDP 영역
( 온/오프라인
고객여정

전과정에관심 )

CRM 영역

( 구매및이후에
관심 )

Aware

Appeal

Ask

Act

Social, Web, Store, Chat, ERP, CRM, etc

Platform
(특정 Source/ 

Destination에
제약없음) 

Global 매출 성장률 둔화, 산업 전반의 경쟁 격화 및 Physical + Digital이 결합된 구매 여정을 통해 제품 소유에서 고객 경험
중심으로 변동하고 있어 고객 데이터 관리 방법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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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데이터 관리의 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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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데이터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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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challenge: Digital Channel 활용으로방문전이미결정을완료… 

최근 Digital Channel 활용의 중요성 고도화 필요성

1) Forrester Report, The New Social Technographics | 2) Source: Econsultancy | 3) Source: IBM CEO Study, Social Media Examiner

고객은 매장 방문 전 이미 브랜드와 제품을 결정함

예) WalMart 경우 자사 App을 사용하는 고객이 미사용 고객보다 40% 이상 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고
있고, 매장 방문 고객의 80%이상 모바일 활용한 상품 검색, 가격 비교 등을 통해 그들의 구매 전 영역에
디지털을 활용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 Bain Consulting -

Consumer 

Demand

Return on

Investment

Business 

Priority

53% 구매 전 Digital Media 활용 비율 1)

19% 소셜 및 개인화를 통한 매출 증대율 2)

83% Digital Media 에 대한 비즈니스
핵심영역 인지율 3)

최종사용자의경험관리가중요해지고있음2

• Customer Profile 🡪 Social Profile로확대

• 구조화 CRM 정보 + Digital Media 정보연계

판매자 중심 🡪 고객 참여와 경험 중심으로1

• Empowered Customer by digital

• Direct to Consumer…is Crucial in Digital Age

Context 기반의초개인화경험제공의중요성3

• 방문전 SNS를통한구매의사결정및프라버시중시

• 전통채널 🡪 Digital 채널로마케팅채널변화

http://www.consumergoo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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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er managed system  

현업을위한

Customer Database          

고객데이터

Persistent   

지속적으로 생성

Accessible to other system

다른시스템에도
제공/엑세스

Unified

분산된 고객정보
전사통합

다른시스템과다르게 CDP는마케터, 고객서비스, 

영업, 물류등과같은
현업이직접사용하는시스템

CDP는상품중심이아닌고객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의개인화중심으로
프로파일정보저장

필요시다른시스템에저장되어있는데이터를
가져오는데이터허브와다르게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있는시스템

CDP는고객정보를필요로하는
다른시스템에정보를제공하는역할도수행

동일고객관련모든데이터를통합하여고객전사
Single Profile을제공

디지털 채널의 종류와 수의 증대로 고객의 구매 여정의 점차 복잡해 지며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며 고객에게 시장 권력이 이양되고 있어,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를 위한 CDP(Customer Data Platform)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도화 필요성

최종사용자의경험관리가중요해지고있음2

• Customer Profile 🡪 Social Profile로확대

• 구조화 CRM 정보 + Digital Media 정보연계

판매자 중심 🡪 고객 참여와 경험 중심으로1

• Empowered Customer by digital

• Direct to Consumer…is Crucial in Digital Age

Context 기반의초개인화경험제공의중요성3

• 방문전 SNS를통한구매의사결정및프라버시중시

• 전통채널 🡪 Digital 채널로마케팅채널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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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Challenge : CDP를통한초개인화로실시간고객경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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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는 DMP, CRM과 다르게 식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영구 고객 프로필을 생성 및 확장을 지원하고 단일 고객 프로파일을 관리

초개인화(Hyper-personalized)로실시간고객경험제공을위한다양한방법

DMP CDPCRM

DMP SAP CDPCRM

데이터범위

사용성

예시

비고

DMP CDPCRM

▪ 미식별 고객
익명 정보, 일반적으로 90 일(쿠키

수명) 후에 만료

▪ 3rd Party Data

DMP CDPCRM

▪ 식별 고객

▪ 구매 이후 이력 정보

▪ 1st Party Data

▪ 미식별 + 식별 고객

▪ 구매 이전+이후 정보 통합

▪ Zero,1st, 2nd,3rd Party Data

▪ 광고를위해익명사용자
리타겟팅, 단일 고객보다 익명의

세그먼트 중점

▪ 3rd Party 쿠키 통한 개인 선호도

데이터 추적 금지 등

▪ 식별고객캠페인자동화
타킷 고객 세그먼트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캠페인 실행

▪ 미식별 고객을 자동적으로

통합하고 캠페인 실행 한계

▪ 미식별, 식별고객초개인화
영구 고객 프로필 관리로 광고, 

캠페인 자동화, 서비스 등 지원

▪ 마케팅을 포함한 전사

조직/시스템에서 사용 지원

미식별 (쿠키: QK1235)

나이: 30대
자녀: 1~3명
지역: 송파구
관심분야: 육아용품… 

방문웹: Yes,  30일전

Alex Smith

나이: 35세

email: abc@gmail.com

자녀: 2명
지역: 송파구
관심분야: 육아용품…

Open Mail : 2021.6.1  

Alex Smith
쿠키: QK1235

나이: 35세, 생일 : 6월 28일
Open Mail : 2021.6.1

자녀: 1~3명
지역: 송파구
관심분야: 육아용품… 

Email: abc@gmail.com, xyz@naver.com

전화번호 :010-2478-5439

방문 웹: Yes, 1일, 15일, 30일전
방문 페이지: 육아 용품, 레킹스
오프라인 매장 구매 : 신선식품, 맥주활

동
정
보

속
성
정
보

P
ri

v
a
c
y
정
보

mailto:ab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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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는 DMP, CRM과 다르게 식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영구 고객 프로필을 생성 및 확장을 지원하고 단일 고객 프로파일을 관리

초개인화(Hyper-personalized)로실시간고객경험제공을위한다양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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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P SAP CDP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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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별 + 식별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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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시스템에서 사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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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는 DMP, CRM과 다르게 식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영구 고객 프로필을 생성 및 확장을 지원하고 단일 고객 프로파일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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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challenge

개별 분산 운영되는 데이터 사일로 이슈

진화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환경 대응

빅데이터 볼륨 관리의 어려움

SAP 고객 정보 통합 플랫폼

1. 분산된모든고객데이터를통합하고, 해당 데이터의목적을

존중(개인정보보호)하며,

2. 진정한옴니채널경험을위한, 초개인화(Hyper-

Personalization) 실시간경험을제공하여,

3. 마케팅, 전자상거래, 서비스등 전사적목적으로사용

▪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개별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저장

▪ 단일 프로필로 통합하는 것은 어렵고 많은 추가 비용 발생

▪ 고객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관행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

▪ 점점 복잡하고 진화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환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법적 및 브랜드 평판 위험에 직면

▪ 갈수록 과다한 접점에서 생성되는 고객 데이터의 양을 따라갈 수 없음

▪ 빅데이터,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 때문에 차별화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민첩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SAP CDP는분산된고객데이터를통합하여초개인화실시간경험제공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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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고객에 대한 이해
고객 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의 중요성

WHAT Is SAP Customer Data Platform ?
솔루션 주요 특장점

Reference & 시사점
Lighthouse customer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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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DP는 분산된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고 및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초 개인화 된 실시간 경험 제공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SAP CDP: 초개인화고객경험관리를지원하기위한플랫폼 SAP CDP

데이터준비영역 데이터활용영역

인게이지먼트

데이터모델

데이터품질관리정보추가및확장

ID 검증/변환
ID ESOLUTION 고객통합프로파일

CRM (1st Party Data)

1st Party 디지털프로필

전략적 2nd Party 

Data

목적과동의

데이터수집 통합프로파일 인사이트

1st PARTY DATA

2nd PARTY DATA

(다른회사의 1st Party Data를제휴로서구매데이터)

Enriched 3rd Party 

Data
(다양한소스에서데이터를구매후패키징하여
판매하는사업자의데이터 판매상품)

3rd PARTY DATA

동의및선호정보

(고객이혜택과개인화서비스를목적으로자발적으로제공한
정보로정확한선호도, 데이터의신뢰도높음 )

Zero PARTY DATA

커머스 (오더, 조회, 카트…)

네이티브 App (활동, 이벤트…)

서비스이력 (불만접수, 콜…)

마케팅 (이메일, 앱, 문자…)

경험정보 (피드백, Ratings…)

소셜 (페이스북, 트위터, Insta…)

실시간계산된고객속성정보

실시간세그멘테이션

AUDIENCE MANAGEMENT

통합분석

ML/AI 모델기반

데이터사이언스툴

신규고객

단일구매
온/오프라인
충성도높은
고객군

최근NPS

하락, 이탈
가능성

소셜
Advocates

동적고객여정관리

오디언스관리

…

DATA INGESTION

CONNECTORS

ENGAGEMENT

CONNECTORS

마케팅
(켐페인, 초개인화, 추천등)

세일즈

서비스
(콜서비스, 필드서비스)

커머스

품질

….

Connector Studio를사용하여
손쉽게설계와배포가능, 로우
코드, 노코드 (Low Code, No 

Code) 커넥터생성제공

식별/비식별고객의실시간
프로파일생성(Matching Engine), 

전사통합프로파일, 개별조직
위한프로파일제공

1 to 1 마케팅을위한실시간
세그멘테이션과초개인화를위한
동적고객여정관리기능을 Drag 

& Drop방식으로쉽게구성

마케팅을포함한전사관점에서
활용을위한각종 Pre-built 

Connector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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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DP - 데이터 통합 원리

분산되어 있는 각 레거시/신규 시스템들의
고객데이터 Silo 상태.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
고객데이터가 저장된 DB들을 CDP로 “Pointing”하
여 통합

As-Is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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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idate Data - 데이터통합상태

애플리케이션 1

애플리케이션 2

애플리케이션 3

애플리케이션 4

통합
Customer 

Profile

고객데이터
Profile

email: wsjung@company.com

phone: 0104883283

Master Data ID: 1abcdef

CRM ID: 700800

CIAM ID: aaaabbbb

Cookie ID: 2bcdf

Purchase

Activity

Segment

정우성 - 애플리케이션 1 고객

mailto:wsjung@company.com


17© 2021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 INTERNAL - SAP and Customers only

Data Enrichment - 통합된고객데이터를타시스템의동일고객에적용

애플리케이션 1

애플리케이션 2

애플리케이션 3

애플리케이션 4

통합
Customer 

Profile

고객데이
터

Profile

email: wsjung@company.com

phone: 0104883283

Master Data ID: 1abcdef

CRM ID: 700800

CIAM ID: aaaabbbb

Cookie ID: 2bcdf

Purchase

Activity

Segment

정우성 - 애플리케이션 1 고객

Profile

email: wsjung@company.com

phone: 0104883283

Master Data ID: 1abcdef

CRM ID: 700800

CIAM ID: aaaabbbb

Cookie ID: 2bcdf

Shopping

정우성 - 애플리케이션 2 신규고객

애플리케이션 1과동일한고객이
애플리케이션 2에신규로등록했
을때

mailto:wsjung@company.com
mailto:wsjung@comp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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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nrichment - 통합된고객데이터를타시스템의동일고객에적용

애플리케이션 1

애플리케이션 2

애플리케이션 3

애플리케이션 4

통합
Customer 

Profile

고객데이
터

Profile

email: wsjung@company.com

phone: 0104883283

Master Data ID: 1abcdef

CRM ID: 700800

CIAM ID: aaaabbbb

Cookie ID: 2bcdf

Purchase

Activity

Segment

정우성 - 애플리케이션 1 고객

Profile

email: wsjung@company.com

phone: 0104883283

Master Data ID: 1abcdef

CRM ID: 700800

CIAM ID: aaaabbbb

Cookie ID: 2bcdf

Shopping

Activity

Segment

정우성 - 애플리케이션 2 신규고객

애플리케이션 1의
Activity, Segment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 2에적용됩니다. 

또한커머스시스템 3, 4의동일신규고객에적용하고
자하는경우도가능합니다.

mailto:wsjung@company.com
mailto:wsjung@comp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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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nrichment - 통합된고객데이터를타시스템의동일고객에적용

애플리케이션 1

애플리케이션 2

애플리케이션 3

애플리케이션 4

통합
Customer 

Profile

고객데이
터

Profile

email: wsjung@company.com

phone: 0104883283

Master Data ID: 1abcdef

CRM ID: 700800

CIAM ID: aaaabbbb

Cookie ID: 2bcdf

Purchase

Activity

Segment

정우성 - 애플리케이션 1 고객

Profile

email: wsjung@company.com

phone: 0104883283

Master Data ID: 1abcdef

CRM ID: 700800

CIAM ID: aaaabbbb

Cookie ID: 2bcdf

Shopping

Activity

Segment

정우성 - 애플리케이션 2 신규고객

애플리케이션 1의 Activity, Segment 데이터세트를
애플리케이션 2 (및그이상의시스템들)에적용을위
해서는, 해당데이터를저장할수있는 DB의
Data Field와이를조회/사용할수있는 UI도추가를
해야합니다.

mailto:wsjung@company.com
mailto:wsjung@comp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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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DP: 초개인화실시간고객경험관리를위한 SAP CDP

인게이지먼트

실시간

MODEL

DATA

QUALTIYENRICHMENT

ID

RESOLUTION
CUSTOMER

PROFILE

동의및선호정보

C
O

N
N

E
C

T
O

R
S

 |
 S

T
R

E
A

M
 |
 A

P
I 

| 
B

A
T

C
H

커머스 (오더, 조회, 카트…)

네이티브 App (활동, 이벤트…)

CRM (1st Party Data)

1st Party 디지털프로필

전략적 2nd Party Data

Enriched 3rd Party Data

서비스이력 (불만접수, 콜…)

마케팅 (이메일, 앱, 문자…)

경험정보 (피드백, Ratings…)

소셜 (페이스북, 트위터, Insta…)

More…

PURPOSE & 

CONSENT

실시간계산된고객속성정보

실시간세그멘테이션

AUDIENCE MANAGEMENT

통합분석

ML/AI 모델기반

데이터사이언스툴

신규고객

단일구매

온/오프라인
충성도높은
고객군

최근NPS

하락, 이탈
가능성

소셜
Advocate

s

동적고객여정관리

PURPOSE &  CONSENT

CAMPAIG

N

오디언스관리

LOW CODE, NO CODE 

CONNECTORS

배치

커머스

서비스

마케팅

품질관리

백오피스

MORE…

데이터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Google

Cheetah 

Digital

데이터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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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수집 :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 부터 수집 (실시간, 배치 등) 데이터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 커넥터 (Connector Studio) : 
간단한 배포 및 사용을 위한 로우 코드, 노코드는
커넥터 생성 (Low Code, No Code, 거의 코딩 없이도
사용 가능한)

− Connector Studio를 사용하여 손쉽게 설계

− 소스 응용 프로그램에서 연결을 만들고 필요한
이벤트(고객 여정 단계별 터치포인트) 추가

▪ BATCH INGESTION 

– 대부분 모든 데이터 소스와 통합

− 예약 된 처리 메커니즘으로 이벤트 수집 설계

− 실시간 필요하지 않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의 통합

▪ INGESTION API ( Pre-built integration 존재하지 않을 경우)

–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직접 통합하기위한 REST API

− 사용하기 쉬운 엔드포인트 사용, 대규모 이벤트 수집

− REST API 호출 가능한 모든 시스템에서 이벤트 수집

− 개별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통합하고 고객 여정 중에
중요한 이벤트 수집

Connector Studio를사용하여손쉽게설계와배포할수있으며, 로우코드, 노코드 (Low Code, No Code) 커넥터생성을제공합니다.

< Application Library – Prebuilt Connector >

Amazon S3 (AWS), Google Cloud Storage

Microsoft Azure Blob, SFTP, SAP Customer Data Cloud, 

SAP Commerce Cloud, SAP Marketing Cloud

SAP Service Cloud, Qualtrics, Hubspot 등

* Data Quality Merge Rule  : Each application is assigned a 

data quality rank: Poor, fair, good, very good, or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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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수집 : 이벤트 정의 [ New Event > Setting – 수동 이벤트 설정 ]

▪ 이벤트는 Source의 Incoming Data로 커넥터

(Connector)의일부로자동설치되지만, 

필요시 API를통한직접수집을용이하게하기위해

이벤트를수동으로설정가능

▪ 해당이벤트정보가고객동의필요등 Processing 

Purpose를정의

▪ 고객여정에따른다양한터치포인트인다단계
프로세스지원 :

− 이벤트자체정의 : 

구매, 장바구니에담기, 로그인, 콜센터상호작용등

− 이이벤트의목적정의 : 

프라이버시, 트랜잭션, 프로파일링등

− 수집할속성정의 : 

주문 ID, 주문값, 쿠키 ID 등 (객체및항목배열포함)

− 고객프로필의활동에대한이벤트매핑정의

커넥터(Connector)의일부로자동설치되지만, 필요시 API를 통한직접수집을용이하게하기 위해이벤트를수동으로설정가능하며, 고객여정에
따른다양한터치포인트인 다단계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데이터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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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스키마 : 다양한 소스로 부터 들어오는 모든
고객 데이터에 대한 공통 데이터 모델을 생성 지원

▪ 고객 스키마 설계 : 속성(Attributes), 활동(Activities)

▪ 고객 스키마는 관리 콘솔에서 확장 및 구성 가능

▪ 속성(Attributes) : 이름, 전화번호 등 고객의
신원과 관련된 속성

- 단일 또는 값 배열로 정의

- 미리 빌드 된 유효성 검사 및 정규화 규칙

- 소스와 타겟 시스템에서 고유한 식별자로 사용됨을
나타내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 식별자"로 정의
(예 : DMP ID, CRM ID).

▪ 활동(Activities) : 사용자가 사이트, 앱, 스토어 내
등에서 수행 한 모든 활동
( 예 : 구매, 설문 조사, 불만. 각 활동은 여러 속성)

- 고객이 수행했거나 관련된 모든 행동 반영

- 여러 속성 (예 : 프로필)을 가질 수 있음.

데이터수집 : 쉬운 마법사 형식으로 고객 스키마 설계 [ New Event > Model ]

다양한 소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고객 데이터에 대한 공통 데이터 모델을 신원과 관련된 1) 고객 속성 정보와 2) 고객이 수행했던 모든 활동
정보로 분류/표준화하여 자동 생성을 지원합니다.

데이터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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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수집: “정제된 데이터” 수집 준비 [ New Event > Model ]

▪ 데이터 준비 : 수집 단계에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정리

− 여러 필드 유형, 문자열, 숫자, 부울(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데이터 타입), 배열, 개체

− 복잡한 데이터 유형을 수집하기 위한 중첩
필드

− 내장 패턴 또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한
유효성 검사

− 구두점 제거(예: ,. 등) 및 공백 제거를
사용한 정규화(Normalization)*

− 정규식을 사용하여 찾기 및 바꾸

▪ Validation Check ;
− 날짜 : 수신 데이터가 날짜 형식인지 확인
− 날짜/시간 :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하는 형식인지
확인

− 이메일 : 유효한 이메일 주소인지 확인
− 호스트 이름 :  유효한 URL 주소로 형식화 확인
− IPv4 : IPv4 형식 (32 비트)의 유효한 IP 주소로
형식화

− IPv6 :  IPv6 형식 (128 비트)의 유효한 IP 주소로
형식화 되었는지 확인

− Regex : 들어오는 데이터가 정규식 (Regex)을
사용하여 정의된 형식을 준수하는지 확인

− 시간 :  타임 스탬프로 형식화
− URI : 데이터가 유효한 URI 형식인지 확인 등Events are generally defined as part of a 

Connector being setup using Connector Studio

수집 단계에서 여러 필드 유형, 문자열, 숫자, 부울, 배열, 개체, 중첩 필드, 내장 패턴 또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한 유효성 검사, 구두점 제거(예: ,. 등) 
공백 제거를 사용한 정규화 및 정규식을 사용하여 찾기 및 바꾸기으로 데이터를 준비/ 정리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정규화 : 서로 다른 형식을 사용하는 여러 소스에서 동일한 활동을 수집 할
때 데이터를 올바르게통합

데이터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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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데이터 매핑

−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를 스키마

영역 (속성, 활동, 개인 정보

보호)에 매핑

− 한 개의 이벤트 속성은 둘 이상의

필드에 매핑 가능

▪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데이터 수집

− 동의 및 구독 (Opt-in)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벤트 속성은 고객

프로필의 미리 정의 된 개인 정보

영역에 매핑

− 이 데이터는 나중에 활성화 및

향후 수집에 사용되어 데이터

처리 목적, 사용자의 동의 및

구독에 따라 동의된 참여만 수행

보장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를 스키마 영역 (속성, 활동, 개인 정보 보호)에 매핑 등의 이벤트 데이터 매핑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고객 데이터 통합을 지원합니다. 

데이터수집및통합 : 고객 데이터 매핑 마법사 제공 [ New Event > Mapping ] 데이터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This step is optional if the Application 

is already integrated in the Connector 

Studio, as the mapping is already set 

up behind the scenes

최종 고객 프로파일 정보소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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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Cloud Storage(Source) -> SAP CDP(Destination) 데이터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Service account key(계정정보키) 생성

계정정보(JSON file) 다운로드 to PC

계정정보를해당 CDP Connect에 Upload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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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수집 : New Connectors 데이터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CDP import tool을사용,  
사전정의된템플릿 JSON 
파일을활용하여손쉽게

시작

End Points 생성및타시스템에서
생성, 업데이트, 검색과같은작업
호출(예; 계정, 연락처, Web 

behavior, 리드, 기회등) .

CDP에데이터를수집하는
실제이벤트에리소스를연결

(예; cart abandonment 정보를 Best 
Buy 커머스에서 CDP로전달)

유효성점검및 Publish응용프로그램인증
및기본설정(예; Best buy 커머스)

Connector Studio 통해설계/ 배포, 로우코드, 노코드 (Low Code, No Code) 커넥터 > 손쉬운신규추가/생성 마법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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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수집 : Pre-built Connectors 데이터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Connector Studio 통해설계/ 배포, 로우코드, 노코드 (Low Code, No Code) 커넥터 > Pre-built Connectors roadmap example

Now Q2 2021 Q3 2021 Q4 2021

1. SAP Customer Data Cloud(aka 

Gigya) 

2. SAP Commerce Cloud 

3. SAP Marketing Cloud

4. SAP Service Cloud

5. Qualtrics

1. Emarsys

2. SAP CAR(Customer Activity 

Repository)

3. SAP Analytics

1. Upscale

1. Amazon S3 (AWS) 

2. Google Cloud Storage

3. Microsoft Azure

4. Blob 

5. SFTP 

6. Hubspot, etc.

1. Adobe Marketing (Marketo)

2. Dynamic Yield

3. Microsoft Dynamics 365 –

Services

4. Microsoft Dynamics 365 –

CRM

5. Salesforce Marketing

6. Salesforce CRM

7. Salesforce Service

8. Salesforce Commerce

9. Google Analytics

10. Facebook Ads

11. Google DoubleClick, etc.

1. Instagram Custom Audience

2. Twitter Ads

3. OneTrust

4. Oracle Eloqua (Marketing Automation 

B2B)

5. Oracle Responsys (Cross-Channel 

Marketing)

6. Oracle Netsuite (ERP/CRM)

7. Amazon Advertising

8. Janrain

9. Acoustic (Silverpop)

10. RichRelevance , etc.

1. Sitecore

2. Woo-commerce

3. Twillio

4. Intercom

5. Zoho

6. Sugar CRM , etc.



30© 2021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 INTERNAL - SAP and Customers only

SAP CUSTOMER DATA 

CLOUD

인게이지먼트

실시간

MODEL

DATA

QUALTIYENRICHMENT

ID

RESOLUTION
CUSTOMER

PROFILE

동의및선호정보

C
O

N
N

E
C

T
O

R
S

 |
 S

T
R

E
A

M
 |
 A

P
I 

| 
B

A
T

C
H

커머스 (오더, 조회, 카트…)

네이티브 App (활동, 이벤트…)

CRM (1st Party Data)

1st Party 디지털프로필

전략적 2nd Party Data

Enriched 3rd Party Data

서비스이력 (불만접수, 콜…)

마케팅 (이메일, 앱, 문자…)

경험정보 (피드백, Ratings…)

소셜 (페이스북, 트위터, Insta…)

More…

PURPOSE & 

CONSENT

실시간계산된고객속성정보

실시간세그멘테이션

AUDIENCE MANAGEMENT

통합분석

ML/AI 모델기반

데이터사이언스툴

신규고객

단일구매

온/오프라인
충성도높은
고객군

최근NPS

하락, 이탈
가능성

소셜
Advocate

s

동적고객여정관리

PURPOSE &  CONSENT

CAMPAIG

N

오디언스관리

LOW CODE, NO CODE 

CONNECTORS

배치

커머스

서비스

마케팅

품질관리

백오피스

MORE…

데이터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Google

Cheetah 

Digital

SAP CDP: 초개인화실시간고객경험관리를위한 SAP CDP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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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데이터 통합 : Drag & Drop 방식으로 쉽게 매칭 규칙 정의

▪ 매칭 규칙(Matching Rules)

− 이벤트 데이터가 올바른 고객
스키마 속성에 매핑 된 후
우선 순위 구성에 따라 데이터를
통합 또는 신규 생성 결정

− 상황 별 고객 프로필에 일치
시키거나 새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
결정

− 시스템 정의 규칙 : CRM ID, CIAM 
ID 또는 MDM ID의 정확한 일치를
기반

− 사용자 정의 규칙 : 스키마의 모든
속성 기반

이벤트 데이터가 올바른 고객 스키마 속성에 매핑 된 후 우선 순위 구성에 따라 데이터를 통합할지 신규 데이터 생성할지 등의 결정 및 상황 별
고객 프로필에 일치 시키거나 새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 결정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 통합고객프로필(UCP : Unified Customer 

Profile)을사용하면더약한식별자 (예 : IP 

주소)를사용하여고객을식별할수있으므로
신뢰수준이낮은데이터

▪ 컨텍스트프로필(CP : Context Profile)은
가장강력한사용자식별자 (예 : CRM 

시스템에서들어오는사용자 ID)를사용하여
구축되므로신뢰수준이더높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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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규칙(Merging Rules)

▪ ID 확인이후 이벤트 (또는 일치하는
프로필)의 데이터가 해당 속성에 이미
존재한 기존 데이터와 병합되는 방식을
트리거하고 결정

▪ 신규 데이터를 버리거나 신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가능한 발생 횟수 제한
포함).

▪ 추가고려내용 : 소스시스템에데이터
품질순위할당(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등 )

▪ 해당속성에대해하나의값만허용;

해당값과관련된 소스데이터품질우선

순위에따라값이저장, 

기존데이터와수신데이터의품질
수준이같으면 새데이터가기존데이터보다
우선

▪ 해당속성에둘이상의값이허용;

허용되는최대값수까지값이저장, 

더높은품질의수신데이터가품질이
낮은기존데이터보다우선

고객 데이터 통합 : 병합 규칙(Merging Rules) 결정

이벤트 (또는 일치하는 프로필)의 데이터가 고객 프로필이 해당 속성에 이미 저장한 기존 데이터와 병합되는 방식을 결정, 규칙의 결과로 가능한
발생 횟수 제한 포함하여 새 값을 버리거나 새 값을 만듭니다.

신규 생성 발생 횟수 제안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페이지 타입 :
중복일 경우, 통합 또는 중복

유지 여부 결정(예시)



33© 2021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 INTERNAL - SAP and Customers only

브랜드 / 회사와의 고객 상호 작용의 기간, 빈도 또는 양에 대한 통찰력을 반영하는 계산 된 속성으로 전사통합(Unified Profile) 및 상황
별(Context Profile) 고객 프로필에 관리되며, 캠페인, 콜센터, 커머스 등 다른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Brand 1 – Elena (Beauty / eComm):

CDP

eReceipts

Site A
Identity 1 Identity 2

Site B

Brand 2 – Magnus (Icecream / Media Site):

고객 데이터 통합 : Unified Customer Profile(UCP) vs. Contextual Profile(CP)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Unified Customer Profile( 전사통합 고객 프로파일)
전사 통합 관점에서의 Single 고객 프로파일 제공

Context Profile( 상황별 고객 프로파일) : 
개별 브랜드, 개별 법인에 적합한 다수의 컨텍스트

프로파일을 지원

1:N Relation

UCP
(Unified Customer Profile)

CP1
(Context Profile)

CP2
(Contex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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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DP: 초개인화실시간고객경험관리를위한 SAP CDP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SAP CUSTOMER DATA 

CLOUD

인게이지먼트

실시간

MODEL

DATA

QUALTIYENRICHMENT

ID

RESOLUTION
CUSTOMER

PROFILE

동의및선호정보

C
O

N
N

E
C

T
O

R
S

 |
 S

T
R

E
A

M
 |
 A

P
I 

| 
B

A
T

C
H

커머스 (오더, 조회, 카트…)

네이티브 App (활동, 이벤트…)

CRM (1st Party Data)

1st Party 디지털프로필

전략적 2nd Party Data

Enriched 3rd Party Data

서비스이력 (불만접수, 콜…)

마케팅 (이메일, 앱, 문자…)

경험정보 (피드백, Ratings…)

소셜 (페이스북, 트위터, Insta…)

More…

PURPOSE & 

CONSENT

실시간계산된고객속성정보

실시간세그멘테이션

AUDIENCE MANAGEMENT

통합분석

ML/AI 모델기반

데이터사이언스툴

신규고객

단일구매

온/오프라인
충성도높은
고객군

최근NPS

하락, 이탈
가능성

소셜
Advocate

s

동적고객여정관리

PURPOSE &  CONSENT

CAMPAIG

N

오디언스관리

LOW CODE, NO CODE 

CONNECTORS

배치

커머스

서비스

마케팅

품질관리

백오피스

MORE…

데이터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Google

Cheetah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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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지표는 브랜드 / 회사와의 고객
상호 작용의 기간, 빈도 또는 양에 대한
통찰력을 반영하는 계산 된 속성

▪ 새로운 이벤트에 대해 지표가 다시
계산되고 값은 고객 프로필에 대해 저장.

▪ 그런 다음 지표를 세분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Segment) 및
여정(Journy) 구축에서도 사용.

▪ 각 활동 표시기는 다음을 기반으로 구성

− 속성에 대한 논리적 또는 계산 된 평가
(예 : 주문 총계의 합계 / 평균 또는
이메일 주소 발생)

− 관련성이 낮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이벤트를
필터링하는 조건 (예 : "Big Spender"표시기 = 
Order Total> $ 500 인 경우에만 Order Total 
합계 vs. "Accumulator"표시기 Order Total 
<$ 50 인 경우에만 Order Total 합계)

인사이트 : 고객 경험 이해

활동 지표는 브랜드 / 회사와의 고객 상호 작용의 기간, 빈도 또는 양에 대한 통찰력을 반영하는 계산 된 속성으로, 수집된 모든 새 이벤트에 대해
지표가 계산되고 고객 프로필 (통합 또는 컨텍스트)에 저장되며,  세분화,  대상 및 여정 구축에서도 사용됩니다.

고객 여정 상 발생하는 모든 고객 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계산 된 지표
( 예, 웹페이지에서 고객이 클릭한 아이템이

BESPOKE 냉장고이고 2분 이상 같은 페이지에
머물게 되면, 구매 가능성” High”표기 등)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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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고객 경험 이해

ACTIVITY INDICATORS(활동 지표) : 통합 및 상황 별 고객 프로필에 관리되며, 캠페인, 콜센터, 커머스 등 다른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새로운 이벤트별로 실시간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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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그먼트는 구성된 조건을 기반으로
평가되고 고객 유형 또는 분류에 대한
비즈니스 통찰력을 반영하는 우선 순위가
지정된 값 배열.

▪ 수집 된 모든 새 이벤트에 대해 세그먼트가
다시 계산되고 값이 고객 프로필에 대해
저장.

▪ 조건(Condition)은 숫자 속성 또는 활동
지표 (예 : 연령, 평균 NPS, 마지막 주문
등)를 기반으로 평가.

인사이트 : UNDERSTAND WHAT IS DRIVING YOUR CUSTOMER

SEGMENTS : 인구 통계 학적 속성, 행동 속성 또는 활동을 기반으로 고객을 분류 및 고객 프로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평가되며
상황별 프로필(Context Profile)과 통합 고객 프로필(Unified Profile)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Real time segmentation 및
Silver고객, Gold 고객 등 세그먼트
조건 지정 시 실시간 도표 표시로
가시적인 효과 제공으로 작업자의

작업 효율성 증대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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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 ACTIVATION  : 오디언스(고객 그룹)

▪ 오디언스는 특정 분류를 가진 고객의
모음. (예 : 지난 30 일 이내에 구매 한
모든 고객, 30 세 미만)

▪ 대상은 세그먼트 속성을 포함하여
프로필의 모든 필드를 기반으로 가능.

▪ 대상은 일괄적으로 파일 기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대상으로 전달

▪ CDP 내의 오디언스 구성에는 다음이
포함

− 잠재 고객 선정 기준.

− 각 속성에 부여 된 목적에 따라 전달 될
프로필의 속성

− 마케팅 등 처리 목적으로 동의 받은 고객,

− 목적지와 관련된 전송 빈도 등

마케팅 담당자가 마케팅 캠페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객 그룹으로 프로필 속성, 세그먼트 및 활동 표시기에 조건을 적용하여 잠재 고객을 구축, 각
대상은 상황 별 프로필 또는 통합 고객 프로필보기를 기반으로 생성됩니다.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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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DP: 초개인화실시간고객경험관리를위한 SAP CDP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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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 (오더, 조회, 카트…)

네이티브 App (활동, 이벤트…)

CRM (1st Party Data)

1st Party 디지털프로필

전략적 2nd Party Data

Enriched 3rd Party Data

서비스이력 (불만접수, 콜…)

마케팅 (이메일, 앱, 문자…)

경험정보 (피드백, Ratings…)

소셜 (페이스북, 트위터, Insta…)

More…

PURPOSE & 

CONSENT

실시간계산된고객속성정보

실시간세그멘테이션

AUDIENCE MANAGEMENT

통합분석

ML/AI 모델기반

데이터사이언스툴

신규고객

단일구매

온/오프라인
충성도높은
고객군

최근NPS

하락, 이탈
가능성

소셜
Advocate

s

동적고객여정관리

PURPOSE &  CONSENT

CAMPAIG

N

오디언스관리

LOW CODE, NO CODE 

CONNECTORS

배치

커머스

서비스

마케팅

품질관리

백오피스

MORE…

데이터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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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 ACTIVATION : JOURNEYS(고객 여정)

고객 라이프 사이클의 중요한 순간에 모든 접점에서 고객에게 개인화 된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 지원, 각 여정은 논리 블록에 의해
구동되는 손쉬운 조건 적용하여 고객의 과거 행동, 채널 선호도, 위치 및 실시간 상호 작용을 고려 초개인화 고객 경험 설계를 지원합니다. 

▪ 고객 여정 설계

− 고객 여정은 모든 터치

포인트에서 고객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

− 각각의 여정은 “만약 어떤

행위가 일어나면 어떤 행위를

해라(if then, do this)” 로직

(고객의 과거 행동 이력, 채널

선호도, 위치, 실시간 인터액션

등을 활용)

− 특정 여정이 트리거되면

Action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운 스트림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계 (예. 

이메일 발송, 후속 통화를 위해

CRM 시스템에 고객 표시 등)

Drag & 
Drop방식으로
트리거 추가 및

제거

Next-Best Experience for the 
Customer & Deliver dynamic 

experiences

사용자 등록 이벤트 발생

세그먼트 내 있는 사용자인지 판단

웹 페이지 View 여부

CRM ID 보유 여부

커머스 시스템에
Contact data 자동 갱신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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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여정구성요소(if then, do this)

▪ 트리거(Triggers): 고객여정시작
∙ 특정응용프로그램에의해생성된이벤트발생
∙ 고객이생성되었거나해당속성이업데이트.

∙ 고객에대한특정활동이등록
∙ 고객입력 / 제외 / 특정값이있는세그먼트
∙ 고객을위한활동지표변경

▪ Decision (조건): 컨텍스트제어체크포인트
∙ 고객이특정값을가진특정세그먼트에포함됩니까?

∙ 고객에게이미등록된다른특정활동이있습니까?

∙ 고객이이에대한적극적인목적이있습니까?

∙ 고객이이미대상애플리케이션에존재합니까?

▪ Action(동작): 타솔루션에실행정보제공
∙ 이메일발송, 후속설문조사, 고객에게전화
∙ 우편을통해항목배달
∙ 신규컨택생성, 리드생성, 기회생성등
∙ CDP에대한새이벤트생성 –> 활동표시기변경-> 

새세그먼트에포함

▪ Flow Control(흐름 제어): 흐름및기간결정
∙ 조인(join)은여러경로를단일경로로결합
∙ 최종여정은고객이과부하되지않도록끝을생성

①트리거

②
조건

③동작

④흐름제어

ENGAGEMENT & ACTIVATION : JOURNEYS(고객 여정)

고객 라이프 사이클의 중요한 순간에 모든 접점에서 고객에게 개인화 된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 지원, 각 여정 은 논리 블록에 의해
구동되는 손쉬운 조건 적용하여 고객의 과거 행동, 채널 선호도, 위치 및 실시간 상호 작용을 고려 초개인화 고객 경험 설계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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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고객에 대한 이해
고객 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의 중요성

WHAT Is SAP Customer Data Platform ?
솔루션 주요 특장점

Reference & 시사점
Lighthouse customer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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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특정 Journey 중심(Purchase 단계)으로자사온라인몰
운영및갈수록중요해지는 구매이전단계의오프라인과소셜
플랫폼에서고객 Journey가진행되어중요정보획득한계극복

▪ 최종소비자의구매여정을세분화하여각단계별 1st Party 

데이터를최대한확보하면서채널 Conflict 최소화및 Market 

share를유지하기위한전략구상

▪ End Customer Data 확보에주력, 온/오프라인, 콜센터등
고객과의모든채널에대한이력을통합하고, 

▪ 실시간으로소비자의 Context를이해하고, 구매-배송-반품-

교환등의 Front - Back 간의교차업무절차를재구성하여최종
소비자에게 Seamless 경험제공

▪ 온/오프라인고객의모든상호작용에대한 Customer 360 

뷰를확인하여 마케팅, 판매, 배송, 서비스티켓등관련직원과고객
모두를위해활용

▪ 고객과연결된모든고객활동을수집할수있는중앙소스인
통합고객프로파일을확보하여해당데이터를통합및응용
프로그램에사용할수있도록추진

고객정보의중복제거, 

Dynamic Profile  

▼

Matching & Enriching 

초개인화경험제공

온/오프라인 고객경험
정보통합 DB化

▼

마케팅, 판매, 서비스의
전사고객경험제공

Commerce + Marketing 

+ Membership + 

Service 프로세스연계
▼

In-moment Next-Best 

Experience 제공

SAP CDP 기반의비즈니스혁신사례

▪ Personalized 상품추천

▪ 개인화오퍼및고객
Retention 

▪ 고객객단가증가

▪ 서비스연계마케팅활동

▪ 전사통합고객프로필 증대

▪ 구매전환율향상

▪ 마케팅생산성향상

▪ 고객로열티향상

▪ 고객을 1:1 로이해하기위해
Digital 채널과 Physical 

채널의다양한데이터수집
및고객대응

▪ 인지, 관심, 문의, 구매, 옹호
등전체고객여정관리로
초개인화경험제공

개별 분산 운영되는 데이터 사일로 이슈, 진화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환경 대응 및 빅데이터 볼륨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시간 초개인화 경험
제공을 위해 SAP CDP 기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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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KJOP : 온/오프라인분산고객정보통합

[ 온/오프라인 고객 경험 정보 획득 ]

Consumers
@ELKJOP #Smartphone

#TV

감성분석 결과

게시자 식별

비교

Pre-Purchase
제품 관심~ 탐색까지

In-Purchase
구매 결정 ~ 지불까지

Post-Purchase
사용 ~ 서비스까지

실구매의사 결정접근
니즈
발생

요건
발생

사용개봉

Socially Networked

#PC #Lifestyle

ELKJOP는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큰 가전 제품 소매 업체로 6개국에 400개 매장, 10,000명의 직원을 보유 온/오프라인 분산 고객 정보 통합
프로파일을 통해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고객 경험정보 DB化

Social  
Plug-in

내부 DB化

Onine
Store

Offline
Store

SNS

고객정보수집 고객정보통합 고객정보활용

▪ Personalized 상품추천및개인화오퍼및고객 Retention 및고객객단가
증가

▪ 고객이 구매 한 제품을 제품보증데이터와함께캡처및 제품 보증이
만료되면 Upselling, 보증 연장 개인화된 추천 실행 ( Product Warranty )

▪ 과거 고객 구매 및 웹/앱 제품 클릭 스트림 정보를 기반으로 매달 개인화된
생일 상품 제안 실행 ( Personalized Birthday Mail )

▪ Self-Service 역량강화를위해고객의 Customer 360제공

▪ 고객의 Call Center 문의수가감소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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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Bull : 내/외부의고객정보기반고객프로파일강화에집중

• 고객정보의 중복을제거하고통합 Dynamic Profile을통한소비자
식별체계도입

• 지속적인고객정보 Tracking 및예측분석과함께 Enrichment 중심의
고객프로필관리체계마련

DMP

외부고객정보
데이터

SOCIAL 정보

SOCIAL LOGIN 

& Profile 정보

COMMERCE

웹사이트 Log & 

관심상품정보

MOBILE APPs

모바일 위치
및 App 정보

TICKETING

커머스티켓팅
구매정보

내부
고객정보

고객통합정보
(SAP CDP)

다이나믹
세그먼트

예측분
석모델

고객매칭
& 인지

Enrichment

레드불(RedBull)의 고객 데이터 Enrichment

레트불은 오스트리아에 설립된 에너지 음료 기업으로 167개국에 연간 75억캔 판매되는 글로벌 에너지 음료 1위 기업으로 온/오프라인 고객 정보를
통합하여 최종 고객 경험을 확대하여 스포츠 및 Sports의류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식별고객 식별된잠재고객 거래고객 충성고객

매력적인이벤트

Social 을통한
소통

▪ 브랜드인지도개선

▪ 더많은고객접촉
발생

Micro Site 방문
및 Newsletter 

가입

▪ 고객인지 (Identify)

▪ 브랜드에관심있는
고객만을 Filtering

지속적인
Nurturing

Progressive 

Profiling

▪ 관심/행동정보확보

▪ 자연스러운정보
취득

구매유도

Social 

Campaign

▪ Red-bull.shop 접근

▪ 관심상품정보획득

▪ 최종구매판촉수행

인게이지먼
트

데이터수집 통합프로파일 인사이트

SAP Customer Data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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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presso : 전사고객통합프로파일확보를가장중요한업무로규정

30 million members of 
Nespresso club, 300,000

orders per day, 700 
Nespresso stores

“Coffee Gone Digital”

1. Customer Data Platform :

Commerce + Marketing + 

Membership + Service 

프로세스연계

2. 개별고객을 1:1 로이해하기
위해 Digital 채널과 Physical 

채널로부터다양한데이터
수집및분석, 고객대응진행

• 과거특정 Journey 중심(Purchase 단계)으로자사온라인몰운영,

• Awareness, Consideration, Evaluation 단계의경우오프라인및경쟁 Retailer 및소셜플랫폼에서대부분의고객

Journey가진행됨 (Loss of end-consumer data)

• 최종소비자의구매여정을세분화하여각단계별 1st Party 데이터를최대한확보하면서채널 Conflict 최소화및

Market share를유지하기위한전략구상

커피관련흥미로운
Articles  / 내게
맞는커피

Recurring Order 

(고객주문주기및
취향에맞는추천)

Master Class

시즌프로모션

Targeted 

프로모션 / 오퍼

How-To Guide

맞춤형레시피

통합고객데이터를바탕으로 End-To-End Journey에걸친고객 Engagement

“I want to understand when a user engages with my content, to drive real-time personalisation across my owned channels.( For example, if an 

unknown user lands on my website, I will have content introducing the brand and to drive to registration. If a known user lands on my website, I 

want to show their product preferences and new content.  If someone comes to the website from an advertisement, I want to directly drive them 

to the completion task the advert is pushing t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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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개인화경험제공을위한 SAP CX Strategy 

고객

시스템

규제

조직

▪ 고객 여정 전반에 실시간 초개인화 경험 제공

▪ 1인 보다 더 세밀한 0.1인 위한 초세분화 마케팅(Amazon)

▪ 내/외부 분산 운영되는 빅데이터 볼륨의 고객 정보 통합
플랫폼 (Zero, 1st, 2nd, 3rd Party Data 통합)

▪ Low Code, No Code - 현업 조직의 요구에 빠른 응대 필요

▪ 각국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보호 환경에 빠르게 대응

▪ GDPR(EU), LGPD(브라질), CCPA(캘리포니아), PIPEDA (캐나다), 

APPI(일본), PDPA(싱가포르), PDPB(인도) 등 컴플라이언스 대응

▪ 마케터를 위한 초개인화 마케팅을 쉽고 빠르게 지원 도구

▪ 전사 관점에서 통합 고객정보 활용도 향상 필요

초개인화 경험 시대

[ SAP CX Strategy ]

* PII : 개인 식별 정보,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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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Value Proposition

• 프론트오피스, 백오피스및고객경험 데이터의통합으로 완전한통합고객
프로필이생성

• 고객경험정보(Xdata)와운영정보(Odata) 통합으로초개인화경험제공기반
구축

Front Office to 

Back Office 

고객의전여정통합

1

초세분화
(0.1 세분화) 마케팅지원

• 전사고객관련부서인마케팅, 커머스, 영업, 서비스, 품질및생산등경험에
풍부한컨텍스트를추가하기위해마케팅사용사례를훨씬뛰어넘는 0.1인
초세분화마케팅제공

2

초맞춤화
실시간고객경험제공

• 시간과공간, 사회적맥락과육체적, 심리적맥락까지고려하는차원이다른
초맞춤화고객경험제공

• 30억개의자사프로필과 70억개의동의및선호도기록을관리하는기반으로
구축

3

Zero+1st +2nd +3rd Party 

Data 고객통합관리

• ZPD(Zero Party Data)는고객이혜택과개인화서비스를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제공한정보로정확한선호도및데이터의신뢰도높으며, 

• SAP는 고객의자발적인 활용동의를획득할수있는솔루션제공

4

데이터프라이버시 및
거버넌스

• 개인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고데이터수집및처리에대한투명성을
제공하여규제문제의위험을감소

• SAP의 고유한차별화요소중하나는강력한개인정보보호기반으로구축
된플랫폼

5

초개인화



Contact information

Jeffrey Kim

jeffrey.kim@sap.com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