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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Cloud 릴리스 노트
Marketing Cloud™의 최신 릴리스 및 MR(유지 관리 릴리스)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2년 1월 19일
SocialAnalytics 1.2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5.2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AppMeasurement
DataWarehouse
ReportBuilder 4.2.8 유지 관리 릴리스
AudienceResearch 1.1
AudienceManager 3.1 유지 관리 릴리스
SearchCenter 4.2
Discover 2.9.6 유지 관리 릴리스
Test&Target 2.10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Insight 5.4
Search&Promote 8.7
Survey 3.2
Recommendations 2.10
Scene7
Publish

SocialAnalytics 1.2 유지 관리 릴리스
SocialAnalytics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1월 1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적하도록 지정된 용어가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정된 Facebook 페
이지를 모니터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Facebook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평가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ocialAnalytics가 블로그, DailyMotion 및 Metacafe 네트워크의 영어 컨텐트만 추적할 수 있음
을 나타내는 레이블을 소셜 네트워크 페이지에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영어 이
외 컨텐트는 SocialAnalytics가 추적할 수 없습니다.
실시간 Twitter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다음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Not 연산자
계산된 지표 정의 시 "종료되지 않은 문자열 상수" 오류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때때로 SocialAnalytics에서 reportlet을 검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1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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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포함하여 영어 이외 버전의 SocialAnalytics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현지화 관련 문제
를 해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단추 또는 드롭다운 목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
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영어 이외 버전의 SocialAnalytics에서 여러 위치에 영어 메시지 또는 텍스트 문자열이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와 텍스트 문자열은 이제 해당 언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여러 메시지 및 문자열의 서식이 부적절하게 지정되거나 현지화되지 않은 문제를 해
결했습니다.
이미 추가된 용어를 추가할 때 일본어 버전의 SocialAnalytics에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최신 SocialAnalytics 정보는 SocialAnalytics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SiteCatalyst 15.2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5.2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1월 19일)에는 다음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아웃 단계가 포함된 reportlet에 기반한 예약된 보고서가 이메일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Discover 세그먼트가 ReportBuilder 및 ExcelClient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많은 수의 보고서 세트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일부 대시보드가 느리게 로드되는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방문 횟수 또는 방문자 수를 포함하는 일부 계산된 지표가 페이지 보고서의 드롭다운에 표시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유 방문자 수 지표를 포함하는 글로벌 계산 지표가 지표 드롭다운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이트 섹션 깊이 보고서에 대한 PDF 다운로드가 실패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PDF 보고서 생성 시 최대 행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용자가 다음에 로그인할 때 암호를 변경하도록 요구" 옵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를 해결했습니다.
세부기간을 선택할 때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하는 ReportBuilder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그 파일에서 기본 변수 이름을 괄호 안에 표시하도록 SAINT 로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계산할 데이터가 준비가 되기 전에 경고가 트리거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그먼트가 적용된 경우에도 데이터 추출 머리글이 항상 "세그먼트 없음"으로 표시되는 문
제를 해결했습니다.
날짜 범위를 대시보드, 보고서 또는 게시 위젯에서 고정에서 롤링 으로 변경할 수 없는 문제
를 해결했습니다.
비디오 대시보드의 비디오 세부 사항 섹션에서 "reportlet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표
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1192012.html

2/9

2018/12/11

2012년 1월 19일 - Experience Cloud 릴리스 노트

일부 보고서의 지표 선택기에서 "없음"이 중복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동 브랜딩에 제공된 로고의 크기를 조정하는 중에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Excel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 reportlet을 로드할 수 없고 "reportlet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부 reportlet이 트렌드 보고서에 대한 중복 데이터를 표시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DataWarehouse에서 세그먼트를 삭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FTP를 선택했을 때 이메일을 사용하여 기존 대시보드 보고서를 보내는 문제를 해결했습니
다.
SAINT에서 파일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마지막 터치 채널 세부 사항 지표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1월 19일)에는 다음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천다이징 eVar에 추가된 주문이 제대로 중복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계
산이 SiteCatalyst 15와 일치합니다.
일부 SearchCenter 보고서가 이메일을 통해 전송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방문 횟수 또는 방문자 수를 포함하는 일부 계산된 지표가 페이지 보고서의 드롭다운에 표시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부 ReportBuilder 및 ExcelClient 보고서의 이메일 배달이 대형 게시 목록에서 생성되지 않
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FTP를 선택했을 때 이메일을 사용하여 기존 대시보드 보고서를 보내는 문제를 해결했습니
다.
로그 파일에서 기본 변수 이름을 괄호 안에 표시하도록 SAINT 로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분기별 고유 고객 수 보고서가 올바른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기여도 지표가 키워드 유료 보고서에서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iteCatalyst Visualize에서 멀티바이트 문자가 포함된 보고서 세트 이름 사용 문제를 해결했습
니다. 최신 버전은 iTunes App Store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AppMeasurement
JavaScript H.24.2
전체 비디오 시청 횟수를 추적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비디오 추적을 업데이트했습니
다. SiteCatalyst에서 비디오 측정을 참조하십시오.
IE의 VML 요소에 대한 Onclick 이벤트에 대해 "v:image에만 유효한 특성"이라는 JavaScript 오
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컨텍스트 데이터 변수가 linkTrackVars에서 참조되지만 링크 서버 호출에 포함되지 않던 버
그를 해결했습니다. 컨텍스트 데이터 변수가 처리 규칙과 함께 사용됩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1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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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Flex 3.4.6
전체 비디오 시청 횟수를 추적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비디오 추적을 업데이트했습니
다. SiteCatalyst에서 비디오 측정을 참조하십시오.
.NET 1.3.3
전체 비디오 시청 횟수를 추적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비디오 추적을 업데이트했습니
다. SiteCatalyst에서 비디오 측정을 참조하십시오.
iOS 2.1.8
추적 스레드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iCloud 우수 사례를 따르기 위해 iCloud와 동기화되지 않은 위치로 오프라인 히트 스토리지
를 이동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Apple FAT 이진 형식으로 업데이트했으므로 빌드 아키텍처에 대한 특정 라이
브러리를 더 이상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Android 1.1.6
Android 3.x 및 4.x 호환성을 추가했습니다.
SIM 카드가 없는 Android 장치에서 방문자 ID에 대한 UUID를 구현했습니다(예: Kindle Fire).

DataWarehouse
다음 DataWarehouse 수정 사항이 이번 릴리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천다이징 eVar에 추가된 주문이 제대로 중복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때때로 줄 바꿈 문자가 행 중간에 부적절하게 삽입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때때로 내역 데이터를 로드할 때 데이터의 일부를 생략하는 ASI 처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역 데이터에 행이 거의 없는 경우 가장 자주 매니페스트됨).

ReportBuilder 4.2.8 유지 관리 릴리스
다음 ReportBuilder 수정 사항이 이번 릴리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트래픽 보고서에 대한 지표로 인스턴스를 추가했습니다.
Discover 세그먼트를 ReportBuilder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장치 유형 보고서가 ReportBuilder에서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portBuilder 도움말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AudienceResearch 1.1
이 AudienceResearch 릴리스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 및 개선 사항을 제공합니다.
내보내기: 고유한 속성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1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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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데이터: 총 체류 시간을 이제 모든 속성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게시에 대
한 문제 및 광고 노출 횟수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모바일 장치 데이터를 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기능을 앱 및 발행물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향상된 보고: 이제 트렌드 보고서를 모든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성 관리자: 이제 디지털 속성 관리자가 필터링과 검색 기능, 속성 프로파일에서 향상된 이
미지 처리, SiteCatalyst의 링크 및 회사 프로파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증은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Adobe의 Digital Publishing Suite에서 작성된 디지털 발행
물에 대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정 지원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udienceResearch를 참조하십시오.

AudienceManager 3.1 유지 관리 릴리스
다음 AudienceManager 기능 및 수정 사항이 이번 릴리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 서버 목록에 Auditude를 추가했습니다.
TraitBuilder에서 표현식을 만들 때 음수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유형 및 데이터 소스 열에 따라 트레이트 목록 개요를 정렬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활성 세션의 길이에 대한 목록 보기 및 데이터 필터 선택 사항을 유지하는 기능을 추가했습
니다. 로그아웃 후 페이지 상태가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
AudienceManager 정책 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수정했습니다.
보고서 날짜 범위 변경 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전 픽셀 기반 시스템에서 TraitBuilder로 이주되지 않은 일부 고객 데이터 문제를 해결했습
니다.
별도의 창에 보고서가 팝업되는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SearchCenter 4.2
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1월 19일)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 및 개선 사항이 포
함됩니다.
소속 광고 그룹 및 캠페인을 포함하여 각 키워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입
찰 규칙 작업이 수행될 때 전송되는 이메일 알림 메시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쉼표( , ) 또는 세미콜론( ; )으로 구분되는 여러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으
므로 입찰 규칙 작업이 수행될 때 여러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SearchCenter가 Yahoo Japan을 지원합니다.
이제 캠페인 또는 계정 이름이 변경되면 SearchCenter가 내역 데이터를 재분류합니다.
Microsoft Bing 및 MSN에 대해 지원되는 통화로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SearchCenter의 이번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Microsoft Internet Explorer 7에서 보고서가 제대로 로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1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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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Catalyst 15에 로그인한 다음 SearchCenter로 전환한 후 분류 단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열 머리글을 클릭한 후 키워드에 대한 비용 열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
다.
때때로 사용자가 캠페인을 만들거나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회전하는 녹색
원이 계속 나타남).
광고 보고서 내의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데이터가 "없음"으로 레이블이 지정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급 필터 기능이 때때로 잘못된 결과를 반환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때때로 그룹이 실제로 포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키워드를 광고 그룹이 표시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광고 계층 보고서가 때때로 필터링된 광고 수준 보고서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표시하는 문제
를 해결했습니다.
사용자가 광고 그룹 수준에서 CPC를 편집할 수 없게 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더하기 기호( + )가 포함된 키워드를 검색 필터가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earchCenter의 이번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현지화 관련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어 버전의SearchCenter 사용 시 로그 세부 사항에 입찰 규칙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
를 해결했습니다.
일본어 버전의 SearchCenter 사용 시 관리 페이지에 컨텐트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일본어 버전의 SearchCenter 사용 시 지표 선택기에 잘못된 지표 이름이 표시되는 문제를 해
결했습니다.
프랑스어 버전의 SearchCenter 사용 시 유기 지표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
니다.
이 릴리스의 SearchCenter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관련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Facebook:
SearchCenter의 사전 클릭 데이터가 Facebook 엔진의 사전 클릭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
제를 해결했습니다.
Google:
SearchCenter의 사전 클릭 데이터가 Google 엔진의 사전 클릭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를 해결했습니다.
SearchCenter에서 추가된 사이트링크가 때때로 Google에 푸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
다.
Microsoft Bing
추적 코드 분류 지연으로 인해 새로 만든 광고 그룹에 대해 사전 클릭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
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1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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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Bing 벌크 가져오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가져오기가 오랫 동안 "유효성 확인 중"
상태로 남아 있다가 오류를 반환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rchCenter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Discover 2.9.6 유지 관리 릴리스
다음 Discover 수정 사항이 이번 릴리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드 서명 인증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인증서 업데이트를 사용하려면 로그인할 때 사용
자가 해당 인증서를 수락해야 합니다.
테이블에서 이전 또는 다음 페이지를 클릭할 때 등급 보고서에서 동일한 항목 세트가 표시되
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특정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인 항목이 알 수 없음 으로 사이트 컨텐트 > 페이지 보고서에서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
니다.

지난 분기를 선택하면 발생하는 날짜 범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수정으로 종료 날짜가
분기의 마지막 날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Test&Target 2.10
다음 Test&Target 수정 사항이 이번 릴리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캠페인에서 오퍼를 삭제할 때 모델링 그룹에서 오퍼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류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전 기간의 1:1 내용 보고서를 볼 때 발생하며 mbox/오퍼 콤보가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데
이터에 대한 보고서의 행에 "제거된 오퍼"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해당 기간에 대한 오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est&Target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다음 Genesis 수정 사항이 이번 릴리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갈피의 날짜 범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지화된 문자에서 발생하는 표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프랑스어 UI에서 정보 유효성 확인 단추를 수정했습니다.
Genesis 가져오기 프로그램에 대한 이메일 알림을 개선했습니다.
더 낮은 해상도에서 UI 렌더링을 개선했습니다.
필수 필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법사에서 다음을 클릭한 후 경고 메시지를 추가했습니다.
현지화된 UI에서 이름별로 통합 정렬 시 발생하는 파트너 통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1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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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인쇄 미리 보기에서 발생하는 대시보드 표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오류 메시지에서 텍스트를 수정했습니다.
비관리 사용자가 쇼케이스를 볼 수 있도록 활성화했습니다.
활동 로그에서 페이지 지정을 개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enesis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Insight 5.4
최신 Insight 문서는 Insight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earch&Promote 8.7
다음 Search&Promote 기능이 이번 릴리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earch&Promote 내에서 Scene7 자산에 액세스합니다.
Search&Promote 내에서 Scene7 배너 매개 변수를 구성합니다.
Scene7 배너를 비즈니스 규칙에 적용합니다.
수정 사항:

원하는 작업 응답 시간을 개선했습니다.
잘못 계산된 SiteCatalyst 지표 값을 수정했습니다.
검색 시간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쿼리 지우기, 사전 검색 및 사후 검색 규칙의 평가를 최적화
했습니다.
URL 시작 지점 유효성 검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오래된 url 차단기 서비스를 수정했습니
다.
형식이 잘못된 UTF-8 문자로 인해 JSON 구문 분석기가 구문을 분석하지 못하는 위치에서 발
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기호가 있는 다중 선택 단면화에 대해 끊긴 단면화 실행 취소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최신 Search&Promote 문서는 Search&Promote 문서 홈을 참조하십시오.

Survey 3.2
Survey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1월 19일)에는 다음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 기능 사용 시 설문 조사 머리글이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Microsoft Internet Explorer 7 및 8에서 설문 조사를 볼 때 라디오 단추가 부적절하게 스크롤되
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Internet Explorer 7에서 설문 조사를 볼 때 확인란이 부적절하게 스크롤되는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1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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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Explorer 6 및 7에서 설문 조사를 볼 때 라디오 단추가 옵션 텍스트와 제대로 정렬되
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BlackBerry 장치에서 설문 조사를 볼 때 텍스트 입력 상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
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vey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commendations 2.10
다음 Recommendations 기능 및 수정 사항이 이번 릴리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신 Recommendations 문서는 Recommendations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Scene7
최신 Scene7 릴리스 정보는 Scene7 게시 시스템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Publish
최신 Publish 릴리스 정보는 Publish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 페이지의 컨텐츠는 매월 릴리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하십시오.
Copyright © 2018 Adobe System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Use of this document signifies your agreement to the Terms of Use and Online Privacy Policy.
Adobe Systems Incorporated products and services are licensed under the following Netratings patents:
5,675,510, 5,796,952, 6,115,680, 6,108,637, 6,138,155, 6,643,696, and 6,763,386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1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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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Cloud 릴리스 노트
Marketing Cloud™의 최신 릴리스 및 MR(유지 관리 릴리스)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2년 2월 23일
SocialAnalytics 1.2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5.2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AppMeasurement
ReportBuilder 4.2.9 유지 관리 릴리스
AudienceResearch 1.1
AudienceManager 3.2 유지 관리 릴리스
SearchCenter 4.2
Discover 2.9.6 유지 관리 릴리스
Test&Target 2.10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Insight 5.4
Search&Promote 8.7.1
Survey 3.2
Recommendations 2.10
Scene7
Publish

SocialAnalytics 1.2 유지 관리 릴리스
SocialAnalytics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2월 23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던 데이터 센터: 현재 런던에 있는 Adobe 데이터 센터는 SocialAnalytics를 지원합니다. 런
던 데이터 센터는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고객에게 향상된 성능과 빠른 데이터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유럽 고객의 경우 런던 데이터 센터는 사용자가 유럽 연합 개인 정보 보호 및 데
이터 수집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Facebook API 변경 사항: Facebook API의 변경 사항으로 인해 SocialAnalytics에서 추적하던
다음 이벤트가 가치 하락되어 새 이벤트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치 하락 이벤트

대체 이벤트

페이지 뷰 수

페이지 게시물 노출 횟수

사용자가 제어하는 Facebook 페이지의 페
이지 뷰 수입니다.

사용자가 제어하는 모든 Facebook 페이지
의 게시물 노출 수입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22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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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하락 이벤트

대체 이벤트

페이지 게시물 주석

상호 작용

사용자가 제어하는 Facebook 페이지에서
작성된 주석 수입니다.

사용자가 제어하는 Facebook 페이지와의
상호 작용 수입니다.
이러한 상호 작용에는 페이지에 관심 항목
표시하는 것, 페이지 담벼락에 게시하는 것,
페이지 게시물 중 하나에 관심 항목 표시하
거나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는 것, 게시한 질
문에 응답하는 것, 이벤트 중 하나에 대한
RSVP, 페이지 멘션, 페이지에 대한 사진 태
그 지정, 사용자의 장소에 체크인하는 것 등
이 포함됩니다.

페이지 게시물 관심 항목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사용자가 제어하는 Facebook 페이지에서
작성된 게시물에 대한 "관심 항목" 수입니
다.

사용자가 제어하는 Facebook 페이지에 대
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Facebook 페이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는 페이지에 관심 항목 표시하는 것,
페이지 담벼락에 게시하는 것, 페이지 게시
물 중 하나에 관심 항목 표시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는 것, 게시한 질문에 응답하
는 것, 이벤트 중 하나에 대한 RSVP, 페이지
멘션, 페이지에 대한 사진 태그 지정, 사용자
의 장소에 체크인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구문 일치: 한 용어에 여러 단어가 포함된 경우 관련된 항목이 더 많이 반환하도록 Twitter 데
이터 스트림에서 구문 일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릴리스의 SocialAnalytics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고객이 페이지 번호 필드에 숫자를 변경하면 소셜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게시물이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설정 > 조건 선택 페이지에서 해시태그(#)로 시작하는 용어 주위에 인용 부호(")가 추가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고객이 한 개의 eVar, 이벤트 또는 복수 값을 선택하지 않고 남겨둔 채 저장을 클릭하면 설정
> 구성 페이지에서 선택한 모든 사항이 손실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이전 선택 사항을 손실하지 않고 누락된 항목을 지정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
설정 > 소셜 속성 페이지를 사용하여 단일 Facebook 페이지를 추가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설정 > 소셜 속성 페이지를 사용하여 단일 Facebook 페이지를 저장할 때 아포스트로피(')가
슬래시(/)로 저장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긴 URL에 있는 특수 문자 또는 용어를 수집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22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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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엔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수집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SocialAnalytics에 하루 단위로 트위트 날짜 및 글이 꺼지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ocialAnalytics는 이제 보고서 세트의 시간대를 사용하여 트윗이 게시된 날짜와 시간을 보고
합니다.
데이터 수집이 Twitter 이외의 소셜 플랫폼에서 일시적으로 실패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실시간 Twitter 데이터 미리 보기 창에서 트윗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Facebook "관심 항목" 및 주석을 일시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영어 버전 이외의 SocialAnalytics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최신 SocialAnalytics 정보는 SocialAnalytics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SiteCatalyst 15.2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5.2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2월 23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형 할당 변경 사항
SiteCatalyst 15의 선형 할당이 StieCatalyst 14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선형 할당과 더욱 비슷해졌습니
다. 구체적으로 방문 중 이벤트에 앞서 설정되는 변수의 모든 값에 걸쳐 이벤트가 균등하게 배포됩
니다.
예를 들어 성공 이벤트에 앞서 4개의 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 각 페이지가 이벤트의 25%에 대한
크레딧을 받습니다. 만약 같은 방문에서 캠페인에 2개의 값이 있는 경우 각 캠페인 값은 이벤트에
대해 50%의 크레딧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세그먼트와 분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SiteCatalyst 사용 안내
서에서 지표 계산을 참조하십시오.
제품 수정 사항
사이트 섹션 보고서에서 선형 대신 최근 할당을 사용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 동작은
SiteCatalyst 14의 동작과 일치합니다.

달력을 사용자 정의하면 경우에 따라 고유 방문자 보고서의 트렌드 라인이 잘못 표시되는 문
제를 수정했습니다.
총 방문 횟수 또는 총 방문자 수를 상거래 지표와 결합하는 계산된 지표를 관리 콘솔에서 만
들거나 편집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비디오 개요 보고서의 PDF 내보내기에 합계 영역의 데이터 대신 URL이 표시되는 문제를 해
결했습니다.
상관 관계를 Props 50 - 75의 UI에 표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시보드 및 북마크에서 현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 지정 세그먼트를 제거했습니
다. 이 수정 사항으로 사용자에게 사용자 지정 세그먼트에 액세스할 권한이 없을 때 데이터
가 0으로 표시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22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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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기본 보기에서 현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계산된 지표를 제거했습니다. 이로 인
해 사용자가 계산된 지표에 액세스할 권한이 없을 때 보고서가 로드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
었습니다.
보고서 이름이나 변수에 아포스트로피가 있는 경우 데이터 추출을 완료할 수 없는 문제를 해
결했습니다.
Internet Explorer 8의 날짜 선택 상자에서 잘못된 날짜가 선택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고서 데이터를 필터링할 때, "-none"이 "없음" 및 "지정되지 않음"은 물론 그에 대한 번역
항목과 일치하는 라인 항목을 필터링합니다. "없음" 및 "지정되지 않음"의 번역 항목은 번역
된 스트링과 일치하는 라인 항목만 필터링합니다. 이 변경 사항으로 번역된 동등 항목을 사
용하여 이러한 항목을 필터링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2월 23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 방문자 보고서에서 트렌드 라인이 잘못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총 방문 횟수 또는 총 방문자 수를 상거래 지표와 결합하는 계산된 지표를 관리 콘솔에서 만
들거나 편집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고서 이름이나 변수에 아포스트로피가 있는 경우 데이터 추출을 완료할 수 없는 문제를 해
결했습니다.
보고서 데이터를 필터링할 때, "-none"이 "없음" 및 "지정되지 않음"은 물론 그에 대한 번역
항목과 일치하는 라인 항목을 필터링합니다. "없음" 및 "지정되지 않음"의 번역 항목은 번역
된 스트링과 일치하는 라인 항목만 필터링합니다. 이 변경 사항으로 번역된 동등 항목을 사
용하여 이러한 항목을 필터링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AppMeasurement
JavaScript H.24.3
Javascript Object.prototype 무시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이미지 요청에 추가 데이터가 포함
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컨텍스트 데이터 변수를 처리할 때 이제 모든 Object.prototype 사
용을 건너뜁니다.
일부 환경에서 pe 쿼리 매개 변수가 같은 값으로 두 번 전달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태그에 onClick 이벤트 핸들러가 있어도 본문 태그 클릭을 무시하도록 JavaScript의 ClickMap
추적을 수정했습니다.
추적 호출에 사용된 변수(trackLight)에 타임스탬프를 추가했습니다.
.NET 1.3.7
Windows Phone 7: offlineThrottleDelay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추적 호출에 사용된 변수(trackLight)에 타임스탬프를 추가했습니다.
iOS 2.1.10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22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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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경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추적 호출을 지정하려고 하면 EXC_BAD_ACCESS 예외
가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추적 호출에 사용된 변수(trackLight)에 타임스탬프를 추가했습니다.
Android 1.2.2
링크 추적 호출이 pev1 - pev3 값을 이중 URL 인코딩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추적 호출에 사용된 변수(trackLight)에 타임스탬프를 추가했습니다.
Java 1.2.2
추적 호출에 사용된 변수(trackLight)에 타임스탬프를 추가했습니다.
blackberry 1.2.2
주 응용 프로그램의 연결 문자열이 AppMeasurement 라이브러리 파생에 사용되는 문자열과
다른 경우 일부 네트워크에서 연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추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setTransportUrlExtension이라고 하는 전송 URL 확장 자동 검색을 무시하는 새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전송 URL 확장을 검색하는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AppMeasurement for BlackBerry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추적 호출에 사용된 변수(trackLight)에 타임스탬프를 추가했습니다.

ReportBuilder 4.2.9 유지 관리 릴리스
ReportBuilder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2월 23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데이터 요청에서 지표 순서가 ReportBuilder 마법사에 지정된 지표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문
제를 수정했습니다.
요청에서 한 행을 새로 고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새로 고침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셀에서 데이터가 지워지는 새로 고침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마지막 터치 마케팅 채널 보고서에서 월별 세부기간을 선택한 경우 발생하는 새로 고침 문제
를 수정했습니다.
SiteCatalyst > ReportBuilder를 클릭하여 디지털 마케팅 제품군에서 최신 버전의 ReportBuilder를
다운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portBuilder 도움말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AudienceResearch 1.1
이번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릴리스 노트에 대해서는 AudienceResearch 1.1을
참조하십시오.
로그인하려면 AudienceResearch를 참조하십시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22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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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Manager 3.2 유지 관리 릴리스
이번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SearchCenter 4.2
SearchCenter 4.2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2월 23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상된 작업 흐름: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왼쪽 탐색 메뉴가 재구
성되었습니다.
새 고급 보고서: Paid Search Queries, Organic Search Queries 및 Internal Search Queries의 세
가지 새로운 고급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지정 계정: 새 계정을 만들면 SearchCenter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계정 이름 맨 앞에 플
랫폼 이름을 자동으로 추가(프리펜드)합니다. 사용자에게 이 명명 규칙에 대해 알리기 위해
메모가 계정 만들기 대화 상자에 추가되었습니다.
태블릿 타게팅: Google 캠페인에서 태블릿 타게팅이 지원됩니다.
지역 타게팅: Google 캠페인의 지역 타게팅 인터페이스가 개선되었습니다.
SearchCenter의 이번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필터를 보고서에 적용하는 경우 보고서 합계가 0으로 표시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필터를 적용하면 캠페인 수준 보고서의 클릭스루 비율과 클릭당 비용 지표에 대한 결과가 부
정확해지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키워드에 MySQL 쿼리에 이스케이프되는 문자(예: 아포스트로피)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 데
이터가 없음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가져온 파일을 적시에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데이터를 열에 정렬할 때 "지금은 한 개 이상의 열을 로드할 수 없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표
시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고객이 입찰가를 0%로 늘리거나 줄인 겨우 최소 키워드 입찰가를 지정해야 하는 문제를 수
정했습니다. 이제는 고객이 0%를 선택하면 아무 작업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인코딩되지 않은 URL을 매개 변수로 사용할 경우 두 개의 추적 코드가 채워지는 문제
를 수정했습니다.
고객이 OptiMine 시나리오를 편집할 수 없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SearchCenter의 이번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관련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Google:
음수 값이 없어야 하는 지표에 대한 관리 화면에 음수 값이 있는 지표가 표시되는 문제를 수
정했습니다.
Google 계정에 대해 잘못된 비용 데이터가 보고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22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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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Google 계정에 대해 평균 위치 및 평균 품질 점수 지표가 잘못 보고되는 문제
를 수정했습니다.
Google 계정에 대해 불완전한 데이터가 수집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SearchCenter와 Google AdWords의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캠페인을 제대로 가져와서 동기화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동기화 이후 광고가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동기화 이후 기존 대상 URL에 추적 코드가 추가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Google 계정에 대한 SearchCenter의 평균 위치 지표가 정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Microsoft Bing:
고객이 Bing 캠페인을 가져올 수 없고 이로 인해 "캠페인에 대해 TimeZoneType 활성화됨을
설정해야 합니다."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rchCenter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Discover 2.9.6 유지 관리 릴리스
Discover 2.9.6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2월 23일)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분류가 있는 일부 예약된 보고서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iteCatalyst 15.2 유지 관리 릴리스 섹션에서 설명한 선형 할당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Test&Target 2.10
이번 유지 관리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는 Test&Target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1월 23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DreamMail, Coradiant, MediaMind, Conductor 및 24/7에 대한 대시보드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마법사의 3단계에서 이메일 추적에 대한 DREAMmail 캠페인 변수를 지정하는 옵션을 추가
했습니다.
MediaMind 통합에서 마법사 4단계에서 발생한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 제대로 표시되도록 파트너 쇼케이스 페이지에 있는 활성화 단추를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enesis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Insight 5.4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22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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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Insight 릴리스 노트 및 설명서에 대해서는 Insight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earch&Promote 8.7.1
Search&Promote 8.7.1 유지 관리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과 수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새 제품 기능
Search&Promote 내에서 Scene7 자산에 액세스합니다.
Search&Promote 내에서 Scene7 배너 매개 변수를 구성합니다.
Scene7 배너를 비즈니스 규칙에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너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개선 사항
HTC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메모리와 파일에 모두 캐시하는 기능 추가로 검색 시간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제품 수정 사항
맨 앞에 공백이 있는 사용자 이름 추가로 인해 잘못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
다.
제안 사항으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서버 시작 시 템플릿 파일 캐시만 무효화하고 모든 Guided Search Apache 다시 로드 시에는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작업 기능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색인 크롤링 문제 수정 (xlhtml 및 ppthtml).
이름 값을 깨진 문자로 표시한 [규칙 복사] 기능을 수정했습니다.
템플릿 캐시가 무료화되지 않도록 타임스탬프가 유지됩니다.
스크롤 막대가 Scene7 배너 대화 상자에 표시될 때 일부 매개 변수 변경 필드가 잘리는 문제
를 수정했습니다.
Scene7 배너 매개 변수에 대한 비즈니스 규칙 변경 사항은 Staging 영역에서 작동했지만 라
이브를 푸시하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Search&Promote 문서는 Search&Promote 문서 홈을 참조하십시오.

Survey 3.2
이번 유지 관리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Surve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rvey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commendations 2.10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2232012.html

8/9

2018/12/11

2012년 2월 23일 - Experience Cloud 릴리스 노트

이번 유지 관리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Recommendations 문서는 Recommendations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Scene7
최신 Scene7 릴리스 정보는 Scene7 게시 시스템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Publish
최신 Publish 릴리스 정보는 Publish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 페이지의 컨텐츠는 매월 릴리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하십시오.
Copyright © 2018 Adobe System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Use of this document signifies your agreement to the Terms of Use and Online Privacy Policy.
Adobe Systems Incorporated products and services are licensed under the following Netratings patents:
5,675,510, 5,796,952, 6,115,680, 6,108,637, 6,138,155, 6,643,696, and 6,763,386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22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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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Cloud 릴리스 노트
Marketing Cloud™의 최신 릴리스 및 MR(유지 관리 릴리스)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2년 3월 29일
SocialAnalytics 1.2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5.2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AppMeasurement
DataWarehouse
ReportBuilder 4.2.8 유지 관리 릴리스
AudienceResearch 2.0
AudienceManager 3.2 유지 관리 릴리스
SearchCenter 4.2
Discover 3.0 FAQ
Test&Target 2.10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Insight 5.5
Search&Promote 8.7.2
Survey 3.2
Recommendations 2.10
Scene7
Publish

SocialAnalytics 1.2 유지 관리 릴리스
SocialAnalytics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3월 2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차트는 지표를 보다 적절하게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트
에 표시된 하나의 지표는 매우 크고 동일한 차트의 다른 지표는 매우 작은 경우 두 지표 모두
보다 의미 있는 크기로 시각화되어 표시됩니다.
소셜 플랫폼/속성 보고서 생성 중 오류가 발생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일부 Facebook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소셜 인텔리전스 보고서의 날짜가 미래 날짜가 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SocialAnalytics에서 조건 선택 페이지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긍정 조건 또는 20개 이상의 부
정 조건 지정을 허용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최신 SocialAnalytics 정보는 SocialAnalytics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SiteCatalyst 15.2 유지 관리 릴리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32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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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Catalyst 15.2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3월 2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조 도메인 할당 변경
참조 도메인의 할당이 원래에서 가장 최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참조 도메인 할당이
Discover와 일치하지만 SiteCatalyst 14에 사용되는 원래 값 할당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이 릴리스 다
음에 참조 도메인 보고서의 각 참조 도메인에 할당된 크레디트에 대한 변경이 표시됩니다.
SiteCatalyst 15에서는 참조 도메인의 할당 유형을 더 이상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검색 방법 페이지의
참조 도메인 할당 설정에서 변경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 콘솔 도움말의 검색 방법을 참
조하십시오.
이 릴리스의 수정 사항:
사용자 지정 그룹에 속한 비관리 사용자가 IP별로 제외 페이지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경
우 오류가 표시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크기가 큰 reportlet을 저장 후 처음 액세스하는 경우 오류가 표시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
다.
참조 도메인 보고서에 사용자 지정 이벤트 총계가 너무 크게 표시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
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3월 2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에 속한 비관리 사용자가 IP별로 제외 페이지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경
우 오류가 표시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AppMeasurement
iOS 2.1.11
일부 상황에서 오프라인 추적에서 데이터 전송이 중지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Android 1.1.7
컨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우 일부 상황에서 예외가 발생하던 문제
가 수정되었습니다.

DataWarehouse
DataWarehouse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3월 2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자 이벤트 값이 소수점에서 잘리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통화가 아닌 증분기 이벤
트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고됩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32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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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전환 구문 머천다이징 eVar에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
다..
분류에 "하나라도/모두 포함" 규칙과 관련된 세그먼트가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던 문제가 해
결되었습니다.
데이터에 거래 ID 데이터 소스가 포함된 경우 [시작 페이지] 분류 및 기타 경로 지정 관련 보
고서가 잘못 계산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ReportBuilder 4.2.8 유지 관리 릴리스
이번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portBuilder 도움말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AudienceResearch 2.0
AudienceResearch 2.0은 광고주가 인증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광고주가 디지털
속성을 찾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름으로 인증된 속성 검색
지리적 위치와 장치로 필터링하여 기준과 일치하는 대상자 찾기
최대 4개의 속성을 병렬로 비교
대화식 차트 및 개조된 보고서 보기
인증은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Adobe의 Digital Publishing Suite에서 작성된 디지털 발행
물에 대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정 지원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udienceResearch를 참조하십시오.

AudienceManager 3.2 유지 관리 릴리스
AudienceManager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3월 2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대상 섹션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작업 흐름을 향상시키고 각 대
상 유형에 필요한 개별 설정 경로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대상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earchCenter 4.2
SearchCenter 4.2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3월 2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단축키: 키보드 단축키(핫키)를 사용하여 SearchCenter를 탐색할 수 있고 메뉴 또는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능 또는 명령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키워드로 제안: SearchCenter가 이제 키워드 제안을 네거티브 키워드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32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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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가져오기/내보내기 개선 사항: SearchCenter에서는 두 개 이상의 검색 엔진으로부터 동
시에 데이터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txt, .tab 및 .csv 파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SearchCenter의 이번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 클릭 데이터가 부정확하게 보고되거나 분류되고 종종 부정적 결과가 포함되거나 "없
음"으로 분류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계산된 지표에 부정확한 결과가 표시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예약된 보고서 삭제가 수행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이메일로 전송된 .csv 보고서에 잘못된 열 이름이 표시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평균 QS 및 평균 위치 지표가 검색 엔진으로부터 보고된 지표와 일치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
되었습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결과(10 초과)가 평균 QS 지표에 표시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관리에서 키워드 제안이 로드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등급 보고서 및 트렌드 보고서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보는 경우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하던 문
제가 수정되었습니다.
검색 필터에서 부정확한 결과를 반환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검색 추적 코드가 내용 추적 코드로 분류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입찰 규칙 내역에 부정확한 데이터가 표시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인용 부호 내에 포함된 키워드가 추가 인용 부호와 함께 표시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비활성 캠페인 데이터가 다른 계정과 연관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SearchCenter의 이번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관련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Google
일부 지표에 대한 음수가 발생하는 경우와 함께 SearchCenter 및 Google Adword 사이에 데이
터 불일치가 발생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Microsoft Bing
Bing 계정으로 캠페인 가져오기가 수행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일시 중지된 캠페인 데이터가 Bing 계정으로 보고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Yahoo Japan
한시적 입찰을 사용하는 경우 지연이 발생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rchCenter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Discover 3.0 FAQ
Discover 3.0이 곧 출시됩니다. 다음은 이 릴리스에 대한 FAQ와 답변입니다.
질문

답변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32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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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언제 Discover 3.0이 출시됩니까?

계획된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릴리스는 4월 26
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Discover 3.0으로 업그레이드합니까?

업그레이드할 필요 없습니다. 사용자가 로그
인하면 Discover 3.0이 실행됩니다.

Discover 3 발표 후에도 Discover 2.9.6을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Discover 3.0이 출시되면 Discover
2.9.6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되는
Discover 3에는 중요한 상황에 맞는 도움말과
기능 개요, 교육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어 모든
Discover 사용자가 새로운 기능과 특성, 작업
흐름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iscover 3은 Discover 2.9 데이터 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처리합니까?

예. Discover 3은 인터페이스만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보고 결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Discover 3.0은 가격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Discover 3.0은 가격 변경 없이 모든
현재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인터페이스 색상이 어두운 먹색 팔레트로 변
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Adobe 연
구에 따르면 Discover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SiteCatalyst 같은 다른 Suite 제품보다 Discover
인터페이스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Adobe Insight, Adobe Lightroom,
AutoCAD 등의 제품에서는 먹색 팔레트가 광
원 중심 인터페이스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
하는 눈의 피로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Discover 데이터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붙여넣거나 예약된 보고서를 전달하는 경우
인쇄를 위해 광원 색상 팔레트로 출력이 변경
됩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32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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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Discover 3.0에는 어떤 설명서가 제공됩니까?

Discover 3.0에는 신규 및 기존 제품 기능과 특
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는 상황에 맞
는 도움말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특정 위치에
서 작은 물음표 아이콘( )을 찾아 보거나 도움
말 > 도움말 목차를 클릭하십시오.
또한 완전히 새로운 비디오 시리즈에서
Discover 사용의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이러한
비디오에는 업그레이드 빠른 시작 안내서가
포함되어 있어 D2.9.6에 익숙한 사용자가 적응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능과 특성
이 설명된 릴리스 노트 문서도 제공됩니다.

자사에서 Discover 3.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을 4월 26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고객이 동시에 업그레이드하
게 됩니다.

예약된 보고서가 변경됩니까?

아닙니다. 예약된 보고서는 문제없이 계속 실
행됩니다.

Test&Target 2.10
이번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est&Target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3월 2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Genesis 책갈피에서 발생하던 30일 날짜 범위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파트너 제품이 왼쪽 탐색에 "이름 없는 제품"으로 표시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MediaMind에 잠재적 데이터 손실을 발생시키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대시보드 인쇄 미리 보기의 아코디언 확장 및 축소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지표 검색 국가 목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BrightEdge 통합에 발생하던 마법사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Internet Explorer 7에서 발생하던 마법사의 스크롤 막대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대시보드를 만드는 경우 발생하던 대시보드 이름 지정 문제가 수정되었습
니다. 중복된 이름이 올바르게 증분되지 않았습니다.
마법사의 [기회 분류] 페이지에서 발생하던 텍스트 겹침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32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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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Mind 통합에서 중국어 지표 이름이 누락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Target 통합을 활성화할 때 Internet Explorer [다음] 단추 동작이 수정되었습니다.
지원 이메일 주소가 support@adobe.co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마법사가 최적화 마법사에 대해 작동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enesis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Insight 5.5
최신 Insight 릴리스 노트 및 설명서에 대해서는 Insight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earch&Promote 8.7.2
Search&Promote 8.7.2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3월 2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단면화를 반환하도록 비즈니스 규칙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결과 기반 활동이 일부 단계 검색에서는 작동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직접 히트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측과 서버측에서 두 번 인코딩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특정 고객에 대해 시각적 규칙 빌더가 Internet Explorer 7 및 8에서 단면화 활동을 지원하도
록 수정되었습니다.
파이프 구분 기호가 포함되는 비즈니스 규칙 키워드 동일성 테스트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Scene7 배너 매개 변수 편집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Scene7 배너의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크기를 변경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신 Search&Promote 문서는 Search&Promote 문서 홈을 참조하십시오.

Survey 3.2
Survey 3.2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3월 2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Internet Explorer 7 및 Internet Explorer 8에서 라디오 단추와 확인란, 등급 질문에 발생하던
정렬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응답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 응답이 정확하게 추적되도록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시간 및 날짜가 정확하게 보고되도록 시간대 전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vey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commendations 2.10
Recommendations 2.10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3월 2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32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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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Recommendations 문서는 Recommendations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Scene7
최신 Scene7 릴리스 정보는 Scene7 게시 시스템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Publish
최신 Publish 릴리스 정보는 Publish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 페이지의 컨텐츠는 매월 릴리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하십시오.
Copyright © 2018 Adobe System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Use of this document signifies your agreement to the Terms of Use and Online Privacy Policy.
Adobe Systems Incorporated products and services are licensed under the following Netratings patents:
5,675,510, 5,796,952, 6,115,680, 6,108,637, 6,138,155, 6,643,696, and 6,763,386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32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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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Cloud 릴리스 노트
Marketing Cloud™의 최신 릴리스 및 MR(유지 관리 릴리스)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2년 4월 26일
Discover 3.0
SocialAnalytics 1.2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5.3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AppMeasurement
DataWarehouse
ReportBuilder 4.3
AudienceManager 3.3 유지 관리 릴리스
SearchCenter 4.2 유지 관리 릴리스
Test&Target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Insight 5.5
Search&Promote 8.8
Survey 3.2
Recommendations 2.10
Scene7
Publish

Discover 3.0
Discover 3.0에서는 방문자 참여와 방문 세션 참여에 대해 보다 전제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차원,
지표 및 세그먼트를 조합하여 사용자 지정 데이터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 달력 설정을 사용하
면 날짜 범위, 사전 설정 날짜, 연속 날짜 범위 및 사용자 지정 사전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iscover 3.0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수정 사항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가 없고 사용자 이름을 Discover에서 사용 중인 경우 로그인을 시도할
때 발생하는 로그인 루프가 수정되었습니다.
닫기 전에 작업을 저장할지 묻는 Mac의 Command Q 키 입력 기능을 수정했습니다.
분류에서 0이 반환되는 계산된 지표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운영 체제에서 지원되지 않는 로케일을 읽을 때 날짜 범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
다.
등급 보고서에서 총계 라인을 선택 및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알려진 문제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42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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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 아닌 달(사용자 지정 달력)을 사용한 현재 예약된 보고서에 알려진 문제가 존재합니다. 스
케줄러는 각 주의 사용자 지정 첫 번째 날을 인식하지만 전달을 위해 표준 달력 월, 분기 및 연도를
계속 사용합니다. 기존의 예약된 보고서는 올바른 일정으로 계속 실행됩니다.

SocialAnalytics 1.2 유지 관리 릴리스
SocialAnalytics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4월 2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내역 트위터 데이터: 이제 선택한 용어에 대해 내역 트위터 데이터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SocialAnalytics의 이번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수정 사항 및 개선 사항
소셜 개요 보고서의 인기 있는 용어 워드 클라우드 관련 표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워드 클
라우드에 긴 용어(많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규칙 조건 포함)가 표시되면 워드 클라우드가 제
대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양의 게시물을 올리는 게시자가 다른 게시자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영향력 있
는 트위터 게시자의 샘플 크기를 늘렸습니다.
소셜 인텔리전스 보고서에서 멀티바이트 문자를 렌더링할 때 표시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소셜 인텔리전스 보고서에서 미래의 특정 날짜가 나열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최신 SocialAnalytics 정보는 SocialAnalytics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SiteCatalyst 15.3
SiteCatalyst 15.3 릴리스(2012년 4월 2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보고서
SiteCatalyst 15에서 다음 보고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
PathFinder
전체 경로
경로 길이
원래 시작
첫 구매까지 소요된 일 수
모든 검색 페이지 등급 보고서
보트 트래픽 필터링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42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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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보트 및 스파이더의 트래픽이 보고서 세트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보트 트래픽은 각각 수
집되며 두 개의 새 보고서, 즉 보트 보고서 및 보트 트래픽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보트 규칙을 참조
하십시오.
월별 고유 값에 대한 제한을 보고하는 향상된 보고 기능
이제 SiteCatalyst는 보고서에 매우 많은 고유한 값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값들이 보고서에 표시되
도록 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iteCatalyst는 각 달력 월의 시작에 보고서에서 모든 단일 변수에 대해 받은 처음 500,000개 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페이지 이름, 그리고 다른 트래픽 및 상거래 변수가 포함됩니다. 예
를 들어, 사이트의 고유한 각 페이지 이름이 이 전체 값에 포함됩니다.
SiteCatalyst는 500,000개의 고유한 값을 받은 후 보고서에 표시되는 값들을 최적화하기 시작합니
다. SiteCatalyst는 이 임계값 후에 새 값을 받으면 처음에는 "고유 수가 초과되었습니다"하는 보고
서의 단일 라인 항목에 이 값들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값들 중 하나가 상당한 트래픽을 수신하기 시작하는 경우 이 값은 그 달의 나머지에 대해
처음 500,000개의 값과 함께 SiteCatalyst에서 별도의 라인 항목으로 보고됩니다(처음 500,000개 값
은 트래픽에 상관없이 항상 별도로 보고됨).
고유한 값의 수가 한 달 동안 100만 개를 초과하면 어떤 값이 SiteCatalyst에서 별도의 라인 항목으
로 보고되기 전에 더 많은 트래픽을 필요로 하는 두 번째 값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개
의 히트를 수신하기 시작하는 새 페이지는 별도의 라인 항목으로 보고되지만 10개 미만의 히트를
수신하는 새 페이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SiteCatalyst 14 및 SiteCatalyst 15는 관리가 시작되기 전에는 동일한 임계값 제한을 갖습니다. 이러
한 임계값들은 기본 적으로 500,000개 및 100만 개의 고유 값입니다. "고유 수가 초과되었습니
다"의 각 고유 값을 포함하여 모든 값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보고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500,000 미만으로 설정된 고유 값 제한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제한값은 하한 임계값과 상한
임계값 모두에 사용됩니다.
오늘 500,000과 1,000,000 사이로 설정된 고유 값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제한이 하
한 임계값에 사용되고 1,000,000이 상한 임계값에 사용됩니다.
오늘 사용자에게 1,000,000이 넘게 설정된 고유 값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제한이
하한 임계값과 상한 임계값 모두에 사용됩니다.
"고유 수가 초과되었습니다"에 대한 향후 용어 변경

월별 고유 값에 대한 제한을 보고하는 향상된 보고 기능에 설명된 변경 사항으로 인해, "고유 수가

초과되었습니다" 라인 항목은 향후 릴리스에서 "(낮은 트래픽)"이라는 제목의 라인 항목으로 대체
됩니다.
"고유 수가 초과되었습니다"를 필터링한 예약된 보고서 또는 기타 프로세스가 있을 경우, 향후 릴
리스에서 "(낮은 트래픽)"을 대신 필터링하도록 해당 보고서 또는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해야 합니
다.
고유한 방문자 보고서에 대한 변경 사항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42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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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로 고유한 방문자 수를 보고하는 SiteCatalyst 14 방법과 일치하도록 SiteCatalyst 15를 변경했습
니다. 이제 일 단위 월별 고유 방문자 보고서에는 각 날의 새로운 월별 고유 방문자 수가 표시됩니
다. 이전에 이 보고서에는 해당 월의 각 일별 고유 방문자 수가 표시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일별, 주
별, 분기별 및 년도별 고유 방문자 수는 고유 방문자 정의보다 적은 세부기간별로 트렌드 시 항상
각 기간 동안 선택한 유형의 새 고유 방문자 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커스텀 인사이트 보고서 방문
이제 경로 지정을 활성화하지 않고 모든 커스텀 인사이트 보고서에서 방문 횟수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보고서 세트에서의 대소문자 구분 트래픽 변수
2012년 4월 26일 이후에 생성된 새 보고서 세트의 경우 트래픽 변수 값이 더 이상 대/소문자를 구
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새 보고서 세트의 경우, props 1-75, 페이지 이름, 서버, 채널(사이트 섹션),
다운로드 링크, 종료 링크 및 사용자 지정 링크에 대해 대/소문자 구분이 무시됩니다. 일반적으로
SiteCatalyst 보고서에는 해당 월 동안 전달된 첫 번째 버전이 표시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는 모두 소문자 버전을 사용합니다.
수정 사항:
SiteCatalyst의 세그먼트 이름은 더 이상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
이터 웨어하우스 세그먼트가 소문자 값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SiteCatalyst에서 혼합된 대/소
문자 값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부 Discover 세그먼트에 ">" 문자가 포함될 때 SiteCatalyst 15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일별, 주별, 월별 고유 방문자를 볼 때 분류표의 방문 대신 방문자를 사용하도록 트렌드 분류
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일의 고유 방문자와 일별 고유 방문자 값이 일치하지 않
았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일부 상황에서 전자 상거래 데이터가 0으로 나타나게 하는 ASI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목록 변수가 필터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ClickMap에서 활성화된 일부 이벤트가, v15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ClickMap에 데이터가 표시
되지 않게 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v15 마이그레이션 날짜 이동 시 일부 상황에서 방문 총계가 두 배가 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
다.
트렌드 보고서의 월별 세부기간 데이터가 한 달에 36일 이상이 포함된 사용자 지정 달력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4월 2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iteCatalyst 15의 새로운 기능 단원 월별 고유 값에 대한 제한된 보고 기능 개선에서 설명된
변경 사항도 SiteCatalyst 14에 적용됩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42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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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비교 기능 사용 시 변경 내용별로 정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AppMeasurement
JavaScript H.24.4
이 업데이트는 모든 고객에게 권장됩니다.
페이지가 Google Chrome Prerender를 사용하여 사전 렌더링되는 시점을 탐지하기 위한 기
능이 향상되었습니다(https://developers.google.com/chrome/whitepapers/prerender).
Prerender는 JavaScript와 다른 코드를 로드 및 실행하므로 사용자가 클릭하여 사이트를 방문
하기 전에 페이지 뷰가 전송됩니다. 이제 JavaScript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사전 렌더링된 페
이지에 대한 서버 호출을 전송하기 전에 사용자 사이트를 방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Flash-Flex 3.4.7
비디오 측정: Brightcove 플레이어의 오프셋 값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제
오프셋이 0으로 보고될 경우 전체적으로 길이를 오프셋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프
셋 값을 사용하여 추적을 완료하는 새로운 방법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됩니다.
.NET 1.3.7
XBOX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iOS 2.1.12
SiteCatalyst 15 비디오 측정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

DataWarehouse
DataWarehouse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4월 2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lumn_headers.tsv라는 새로운 조회 파일이 모든 원시 클릭스트림 데이터 피드의 일부로 전달

되는 파일에 포함됩니다. 이 새 조회 파일에는 hit_data.tsv에서 찾은 데이터의 열 이름 목록
으로 구성된 단일 행이 포함됩니다.
일부 상황에서 전자 상거래 데이터가 0이 되는 ASI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ASI 세그먼트와 기타 동일한 세트 세그먼트 간의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ReportBuilder 4.3
그룹 편집 패널에서 여러 요청에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요청에서 모두 선
택을 클릭한 다음 복수 편집을 클릭합니다.)
64비트 Microsoft Oﬃce Excel에 대해 지원됩니다.
Marketing Cloud 단일 사인온에 대해 지원됩니다.

AudienceManager 3.3 유지 관리 릴리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42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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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Manager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4월 2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전달 및 성능 보고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실행하여 노출 및 클릭 시 데이터를 반
환하도록 합니다.
특성 겹침 보고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자체 특성 간에 그리고 자체 특성과 타사
공급업체의 특성 간에 겹치는 대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Audience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다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현재 일반 및 사용자 지정
보고서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능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SearchCenter 4.2 유지 관리 릴리스
SearchCenter 4.2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4월 2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키워드 제안 내보내기: 이제 Microsoft Excel 또는 텍스트 편집기와 같은 외부 응용 프로그램
에서 편집 시 키워드 제안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키워드 제안의 일치 유형 선택: 이제 SearchCenter에서는 키워드 제안 및 부정적인 키워드 제
안 모두에 대해 광범위, 정확 또는 구문 일치 유형을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리 격자에 사용자 지정 그룹 정보 표시: 표시 방법 사용자 지정 창의 열 선택기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그룹을 관리 격자의 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키워드, 광고 및 배치
수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셀의 레이블 값은 인라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입찰 규칙 작업 세트 복사: 이제 여러 작업 세트로 입찰 규칙을 만드는 동안 작업 세트를 복사
및 편집하여 비슷하면서 새로운 작업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Microsoft Bing 개선 사항: Microsoft Bing에서 광고 설명에 허용된 문자 수가 71자로 늘었습
니다. 광고 그룹 이름에 허용된 문자 수가 128자로 늘었습니다.
성능 개선 사항: 이 릴리스에 포함된 많은 성능 개선 사항은 페이지 로드 시간을 최대 10%까
지 줄이도록 돕습니다.
Facebook 지원: 2012년 4월 26일부로 SearchCenter 내에서 Facebook 광고 구매가 더 이상 지
원되지 않습니다. Adobe에서는 Eﬃcient Frontier를 통해 Facebook 관리 및 최적화를 계속 지
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수정 사항 및 개선 사항
때때로 사전 클릭 데이터가 보고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earchCenter에 보고된 키워드 수준 Avg QS 및 Avg Pos 지표가 엔진에서 보고된 지표와 일치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벌크 가져오기를 수행한 후에 사용자 지정 그룹 레이블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
다.
벌크 가져오기를 사용하여 가져올 준비가 된 키워드 수가 부정확하게 나열되는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42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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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내보내기 기능이 정확한 사용자 지정 그룹 데이터를 내보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
니다.
SearchCenter에서 계정 이름을 바꾼 후에 데이터가 이전 계정 이름에 보고되는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rchCenter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Test&Target
최신 Test&Target 릴리스 노트는 Test&Target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4월 2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IE7의 eVar 드롭다운 메뉴의 표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IE7의 창 스크롤 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변수 매핑의 MediaMind 통합에서 변수 표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왼쪽 탐색의 중국어 문자 표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Facebook 버즈 모니터링 통합 마법사의 단추 동작을 해결했습니다.
통합 활동 로그에 "일부 처리가 편집 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활성화 프
로세스 경고를 포함한 통합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enesis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Insight 5.5
최신 Insight 릴리스 노트 및 설명서에 대해서는 Insight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earch&Promote 8.8
Adobe Search&Promote 8.8 릴리스(2012년 4월 26일)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 개선 사항 및 새
로운 기능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기능
동적 패싯
색인 간에 잠재적으로 변경(새로운 특성이 추가되고 이전의 특성은 제거되거나 이름이 변경
됨)되는 사이트 컨텐트의 각 페이지와 관련된 자유로운 형태의 특성 모음을 동적으로 패싯
하는 기능입니다. 동적 패싯은 슬롯 패싯을 실제 패싯과 자동으로 매핑합니다. 검색 안내 레
이어는 비즈니스 규칙을 사용하여 이 기능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dobe Search&Promote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든Adobe Search&Promote 웹 페이지에서 구현된 Adobe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42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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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ture의 로그인 포털과의 긴밀한 통합
Adobe Search&Promote 고객은 Omniture 로그인 포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
재 Adobe Publish, Adobe SiteSearch 및 Atomz 고객은 계속 기존 로그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중국어 및 일본어 지원을 위한 새로운 형태 분석기
형태 분석기가 중국어 및 일본어를 지원하기 위해 색인과 검색 시간에 적용됩니다.
Microsoft Oﬃce 2010과 같은 새 문서 유형 지원
인덱서에 반영하기 전에 검색으로 .doc, .docx, .pdf 및 .mp3와 같은 여러 유형의 문서를 HTML
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Adobe Search&Promote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에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이제 작업의 기반이 됩니다.
수정 사항 및 개선 사항
Stage Manager는 라이브 기능과 관련하여 잘못된 Adobe Scene7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로 인
한 배너 푸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쿼리 매개 변수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트리거가 "키워드 포함"으로 잘못 번역되는 규칙
편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에서 매개 변수를 편집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맵 정의가 동일한 메타데이터/필드 값을 가리킬 수 없는 색인 커넥터 관련 문제
를 해결했습니다.
일부 PDF 문서 크롤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03 업그레이드로 최신 충돌 문제가 해결되었
습니다.
더 짧은 비즈니스 규칙 설명(예: 관리자에 field_table을 표시하지 않음)에 대한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검색 안내 탐색 메뉴에는 최대값인 9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대값이 12개입니다.
색인 커넥터에 성능 개선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최신 Adobe Search&Promote 문서는 Adobe Search&Promote 문서 홈을 참조하십시오.

Survey 3.2
이번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vey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commendations 2.10
Recommendations 2.10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4월 2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최신 Recommendations 문서는 Recommendations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Scene7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42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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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Scene7 릴리스 정보는 Scene7 게시 시스템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Publish
최신 Publish 릴리스 정보는 Publish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 페이지의 컨텐츠는 매월 릴리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하십시오.
Copyright © 2018 Adobe System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Use of this document signifies your agreement to the Terms of Use and Online Privacy Policy.
Adobe Systems Incorporated products and services are licensed under the following Netratings patents:
5,675,510, 5,796,952, 6,115,680, 6,108,637, 6,138,155, 6,643,696, and 6,763,386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42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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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Cloud 릴리스 노트
Marketing Cloud™의 최신 릴리스 및 MR(유지 관리 릴리스)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2년 5월 31일
SiteCatalyst 15.3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Discover 3.0 유지 관리 릴리스
SocialAnalytics 1.2 유지 관리 릴리스
AppMeasurement
DataWarehouse
ReportBuilder 4.3 유지 관리 릴리스
AudienceResearch 2.2
AudienceManager 3.3 유지 관리 릴리스
SearchCenter 4.3
Test&Target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Insight 5.5
Search&Promote 8.8.1
Survey 3.2 유지 관리 릴리스
Recommendations 2.10
Scene7
Publish

SiteCatalyst 15.3
SiteCatalyst 15.3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5월 31일)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바운스 비율: SiteCatalyst 15의 페이지 보고서에서 사용 가능한 바운스 지표를 이제 모든 상거래 보
고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거래 보고서에서 바운스 수에 기반한 바운스 비율 지표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표준 지표를 참조하십시오. 이전에 계산된 지표를 사용하여 사용
자 지정 바운스 비율을 정의했으면 지표 추가 창에 표준 바운스 비율 지표가 표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표 및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시작 횟수 및 종료 횟수: 이제 모든 상거래 보고서에서 종료 횟수 및 시작 횟수 기능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총 체류 시간: 이제 총 체류 시간 지표를 트래픽 및 상거래 보고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체류
시간은 선택한 페이지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보고된 값을 설정하는 페이지 또는 응용 프로그램
에서 모든 방문자들이 보낸 총 시간(초)입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53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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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수가 초과되었습니다"가 "(낮은 트래픽)"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 4월 26일 릴리스 노트의 월별 고유 값의 보고 제한 개선에서 설명한 변경의 결과로 "고유

수가 초과되었습니다"가 "(낮은 트래픽)"이라는 라인 항목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약된 보고
서 또는 "고유 수가 초과되었습니다"를 필터링하는 기타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낮은 트래픽)" 필
터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보고 API
다음 지표는 보고서 API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방문 수/방문자 수:
cVisits
cVisitors

상거래 경로 지정 지표:
cEntries
cExits
bounces
bounceRate
totalTimeSpent
트래픽:
보트
수정 사항:
최근 13개월의 새로운 달력 사전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SiteCatalyst 15 대시보드에 추가되었을 때 SearchCenter 계층 보고서가 잘못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적용된 필터와 함께 비교 보고서를 실행할 때 총계가 잘못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관리 콘솔에서 페이지 제거 기능을 사용할 때 일부 페이지가 삭제되지 않는 오류를 해결했습
니다.
제품 뷰 이벤트는 처리 규칙에 표시됩니다.
라이브러리 구성 요소가 저장되지 않는 세그먼트 빌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4월 MR 이후 계층 보고서의 고유한 방문자 지표를 삭제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제 값이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없음 또는 지정되지 않음과 같은 키워드 필터가 이러한 키워드를 포함하는 라인 항목을 제거
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등급 보고서와 트렌드 보고서 간에 매출 전환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여러
통화를 사용하는 보고서 모음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바일 보고서가 페이지 뷰 수, 방문 횟수 또는 일별 고유 방문자 수에 대해 고유 방문자 수
지표 값을 표시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53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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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관리자에서 업데이트된 캠페인 분류가 이중 URL로 인코딩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
다.. 이러한 값에서 공백은 공백 대신 +로 나타납니다.
돋보기를 클릭하면 빈 화면이 나타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 보고서의 문제를 수정했습니
다.
페이지별로 필터링할 때 고유 방문자 수 보고서가 잘못된 총계를 표시하는 문제를 수정했습
니다. 페이지 보고서가 고유 방문자 수 지표에 대한 올바른 값을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보고
서의 값이 이제 일치합니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5월 31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13개월의 새로운 달력 사전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비관리자에게 권한이 허용되었을 때 일부 경로 지정 보고서를 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
다.
v14에서 대시보드 및 PDF 렌더링을 업데이트하였기 때문에 큰 값(large value)은 과학 표기법
을 사용하여 자르지 않습니다.
SiteCatalyst의 비디오 메뉴에 잘못된 커스텀 인사이트 변수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
다. 표시된 변수가 [설정 편집] > [비디오 관리] > [비디오 보고]에서 선택한 변수와 일치합니
다.
공유 달력 이벤트의 이름이 50바이트를 초과할 경우 잘리며, 이벤트 이름이 50바이트를 넘
을 경우 경고가 표시됩니다. 이름을 만든 뒤에 이름이 잘못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존 이벤트에 대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름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관리 콘솔에서 페이지 제거 기능을 사용할 때 일부 페이지가 삭제되지 않는 오류를 해결했습
니다.
시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Excel 보고서 세트 다운로드를 최적화했습니다.

Discover 3.0 유지 관리 릴리스
다음 수정 내역은 2012년 5월 31일 Discover 3.0 릴리스에서 적용되었습니다.
Discover 2.9.6 프로젝트를 Discover 3.0으로 다운로드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작업 공간이 빈 채로 열렸습니다.
Discover가 일부 세그먼트를 읽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Or 로직이 And 로직으로 변
경되었습니다.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다루는 기술 자료에서 문서 12897과 관련된 Discover가 중단되는 문
제를 해결했습니다.
흐름 보고서가 날짜 범위를 무시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과거 데이터 범위를 교차하는 날짜 범위를 선택할 때 UI에서 날짜 범위 처리가 개선되어 0이
반환됩니다.
시작 시 프로젝트 검색 기능을 최근 프로젝트 창에 추가하였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53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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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보고서에서 트렌드 검사기의 세부기간을 변경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트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셀의 개수가 증가했습니다.
저장된 프로젝트를 열 때 날짜 형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달력에서 시작 날짜 필드가 날짜 범위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수정을
통해 새 시작 날짜를 입력한 뒤에 기존 날짜 또는 월 범위가 유지됩니다.
버전 2.9.6 사용자 지정 보고서 제목이 버전 3.0에서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부 사항 테이블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하는 다양한 검색 필터가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이트 분석 보고서에 100 오류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고서 로드가 완료되기
전에 작업 공간에 세그먼트를 추가하면 오류가 표시되었습니다.
배달 옵션의 메시지 필드 관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메시지가 길 경우 필드를 스크롤할 때
필드가 축소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날짜 선택기에서 UTC 시간대(상파울로,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자정 시간 문제를 해결했습니
다.
주의 첫 번째 날이 일요일이 아닐 경우, 달력에 잘못된 날짜 이름이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사이트 분석 보고서에서 계산된 지표 지속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ocialAnalytics 1.2 유지 관리 릴리스
SocialAnalytics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5월 31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건 로그: 조건 로그를 사용하면 비활성화하거나 보관한 조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각 조건을 추적할 때 시작 및 종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 목록에서 조
건을 비활성화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인사이트 재승인: Facebook 인사이트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소셜 속성 페이지
(설정 > 소셜 속성)에서 Facebook 인사이트 재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SocialAnalytics를 승인
하면 Facebook에서 인사이트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습니다.
최신 SocialAnalytics 정보는 SocialAnalytics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ppMeasurement
다음 플랫폼에서는 AppMeasurement의 릴리스 노트에서 다음과 같은 AppMeasurement 릴리스 내
역을 참조하십시오.
JavaScript
iOS
Android
Flash-Flex
Windows Phone, XBOX, Silverlight 및 .NET
BlackBerry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53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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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PHP
Symbian

DataWarehouse
이번 유지 관리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ReportBuilder 4.3 유지 관리 릴리스
ReportBuilder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5월 31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잘못된 지표 오류가 발생하는 트래픽 보트 및 페이지 보트 보고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운스 비율, 바운스 수, 전자 상거래 시작 횟수, 전자 상거래 종료 횟수, 총 체류 시간 지표를
ReportBuilder에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portBuilder 도움말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AudienceResearch 2.2
AudienceResearch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5월 31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게시를 위한 지표가 잡지출판협회(Magazine Publisher's Association)에서 게시한
지침을 준수합니다.
총 페이지 뷰 수 지표에 영향을 주는 버그를 수정했음
제품 안정성 향상
인증은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Adobe의 Digital Publishing Suite에서 작성된 디지털 발행
물에 대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정 지원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udienceResearch를 참조하십시오.

AudienceManager 3.3 유지 관리 릴리스
이 유지 관리 릴리스에는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SearchCenter 4.3
이 SearchCenter 4.3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 및 개선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본 사용자 지정 그룹 할당: 캠페인 또는 그룹 수준에서 기본 사용자 지정 그룹 할당 및 레이
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에 추가된 개체는 해당 할당 및 레이블을 자동으
로 할당합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53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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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내보내기 지표의 사용자 지정 날짜 범위: 벌크 내보내기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자 지정
날짜 범위를 선택하여 시작 및 종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archCenter의 이번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tsv 또는 .csv를 가져올 때 자동화된 캠페인 생성 기능에서 드물게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 개의 관리 수준에서 사용자 지정 그룹 지표 데이터가 다양하게 보고되는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표준 지표가 관리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계산된 지표의 관리 화면에서 데이터가 0을 표시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열 헤더를 클릭하여 관리 화면에서 열을 분류한 뒤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
다.
아포스트로피(')를 포함한 계정의 지표에서 관리로 정렬하거나 고급 검색을 수행할 때 결과
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급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필터링된) 캠페인 필터 목록의 변경 사항이 필터가 지정하지 않
은 캠페인에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용자가 추가 로드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결과를 표시할 때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문제
를 해결했습니다.
키워드 계층 및 일반 대 유료 키워드 보고서가 적시에 로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용자가 이벤트 기록 보고서의 로그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유기 검색 쿼리, 유료 검색 쿼리 및 내부 검색 쿼리 보고서가 생성한 보고서의 이전 인스턴스
에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열이 너무 좁아서 광고 보고서에 지표 데이터가 잘못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병합된 벌크 가져오기에서 다중 키워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키워드 제안 기능에서 키워드를 추가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필터링된 SearchCenter 보고서가 SiteCatalyst 대시보드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SearchCenter의 이번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관련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Baidu
새롭게 추가된 그룹의 동기화를 적시에 완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Google
관리 화면에서 키워드를 로딩할 때 RateExceededError 메시지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
니다.
엔진에서 사이트 링크 광고를 삭제한 뒤 SearchCenter와 동기화할 때 잘못된 오류 메시지
(CANNOT_OPERATE_ON_DELETED_CAMPAIGN_ADEXTENSION)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Microsoft Bing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53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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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를 적시에 완료할 수 없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벌크 내보내기에서 키워드 일치 유형을 제대로 변경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rchCenter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udienceResearch 2.0 유지 관리 릴리스
AudienceResearch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5월 31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광고주에서 제품 세부 정보 보고서(기술 보고서)의 총 페이지 뷰 지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감사기에서 10개 이상의 IP 주소를 입력할 때 잘못된 IP 주소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HTTP 500 내부 서버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Test&Target
이 유지 관리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 및 버그 수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타게팅에서 URL 인코딩 버전에 입력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인코딩되지 않
은 문자는 정확히 일치하는 타게팅 조건에 입력해야 합니다. 기존의 모든 캠페인 타게팅 기
준은 인코딩되지 않은 문자를 사용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최신 정보는 Test&Target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5월 31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마법사의 사용자 지정 질문을 식별하는 ForeSee v2.0 사용자 지정 마법사를 강화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인터페이스에서 PHP 오류 및 고스트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대시보드에 HTML이나 텍스트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품에 대시보드를 추가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eVar 설정에 필요한 VISTA 규칙 옵션을 사용하여 HootSuite 통합 마법사를 업데이트했습니
다.
마법사가 완료되기 전에 변수의 이름이 변경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방문자 ID 내보내기 기능을 추가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enesis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Insight 5.5
최신 Insight 릴리스 노트 및 설명서에 대해서는 Insight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53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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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Promote 8.8.1
Search&Promote 8.8.1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5월 31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의 결과가 있고, 총계를 콤마로 구분할 때 페이지에 다음 링크가 누락되었습니
다.
검색 결과에 실제 페이지 대신 GSPAGENAVPLACEHOLDER가 표시됩니다.
시각적 규칙 빌더에서 꼬리말을 삭제했습니다.
브레드크럼이 추상적인 슬롯 측면 이름 대신 측면 슬롯 표시 이름을 사용합니다.
Adobe Scene7: 이제 두 번째에 매개 변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측면이 고정 측면(또는 다중 선택)이며 선택했을 때 측면 슬롯 표시 이름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설명의 메타태그에 콘텐츠가 없을 때 <search-description> 태그가 표시됩니다.
[보고서] > [보고서 검색]에서 검색 요청 안내가 표시됩니다.
최신 Search&Promote 문서는 Search&Promote 문서 홈을 참조하십시오.

Survey 3.2 유지 관리 릴리스
Survey 3.2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5월 31일)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종료할 때 빈 설문 조사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vey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commendations 2.10
최신 Recommendations 문서는 Recommendations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Scene7
최신 Scene7 릴리스 정보는 Scene7 게시 시스템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Publish
최신 Publish 릴리스 정보는 Publish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 페이지의 컨텐츠는 매월 릴리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하십시오.
Copyright © 2018 Adobe System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Use of this document signifies your agreement to the Terms of Use and Online Privacy Policy.
Adobe Systems Incorporated products and services are licensed under the following Netratings patents:
5,675,510, 5,796,952, 6,115,680, 6,108,637, 6,138,155, 6,643,696, and 6,763,386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53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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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Cloud 릴리스 노트
Marketing Cloud™의 최신 릴리스 및 MR(유지 관리 릴리스)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2년 6월 21일
SiteCatalyst 15.3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Discover 3.0 유지 관리 릴리스
SocialAnalytics 1.2 유지 관리 릴리스
AppMeasurement
DataWarehouse
Clickstream Data Feeds
ReportBuilder 4.3 유지 관리 릴리스
Web Services
AudienceResearch 2.3
AudienceManager 3.4 유지 관리 릴리스
SearchCenter 4.4
Test&Target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Insight 5.5
Search&Promote 8.8.1
Survey 3.2 유지 관리 릴리스
Recommendations 2.10
Scene7
Publish

SiteCatalyst 15.3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5.3 유지 관리 릴리스(2012/06/21)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SiteCatalyst 15의 세그먼테이션 드롭다운 메뉴에서 모든 세그먼트의 정의를 볼 수 있는 기능
을 추가했습니다. SiteCatalyst 15에서 만든 세그먼트는 메뉴에서 바로 수정 및 삭제할 수 있
습니다.
일부 숫자 분류가 여러 지표를 사용하는 보고서에 0으로 표시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Discover에서 만들어 로컬 폴더에 저장된 제외 캔버스가 있는 세그먼트 문제를 수정했습니
다. 이 문제로 인해 세그먼트를 SiteCatalyst에 표시할 때 제외 캔버스가 포함 캔버스로 이동되
었습니다.
달력 이벤트 아이콘을 표시한 PDF 보고서에 렌더링 오류를 일으킨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62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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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액세스 지표를 사용하는 계산된 지표를 글로벌 계산 지표에서 공유할 수 없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특정]을 선택하면 참조 도메인을 선택할 수 없는 데이터 추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일본어 언어 UI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복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
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중복 요청이 원래 요청의 보고서 날짜를 적절하게 상속할 수 없었습
니다.
상거래 분류를 prop 보고서에 잘못 나타내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본 상위 5 페이지 외 다른 페이지를 선택할 수 없는 트렌드 보고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전환 단계의 분류(장바구니 전환 단계, 구매 전환 단계, 사용자 지정 이벤트 단계,
캠페인 전환 단계, 제품 전환 단계 등) 보고서 필터는 괄호 안의 상위 변수를 첨부하여 분류를
구분하기 쉽게 합니다.
SearchCenter를 정의하는 사용자 지정 마케팅 채널 처리 규칙을 잠근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 수정 후에는 기본 SearchCenter 규칙만 잠깁니다.
검색을 통해 사용자를 찾은 후 단일 그룹 구성원을 제거하면 모든 구성원이 제거되는 관리
콘솔에서의 그룹 관리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파이프 문자가 고급 검색 필터를 잘라내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제 파이프 문자는 하나
이상의 일치사항으로 작동합니다(예: value1 | value2).
SiteCatalyst 15 업그레이드 날짜를 지날 때 총계가 잘못 계산되는 흐름 보고서의 문제를 수정
했습니다.
이제 방문 횟수 및 방문자 수 지표를 전환 보고서에 추가했을 때 사이트 범위의 총계를 표시
합니다.
하위 관계가 적용될 때 제품 보기 보고서에서 표시된 총계가 개별 라인 항목에 대한 총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방문자 주 보고서를 SiteCatalyst 15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 콘솔의 IP 주소별 필터 페이지에서 최대 50개 IP 주소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12년 6월 21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일부 숫자 분류가 여러 지표를 사용하는 보고서에 0으로 표시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일부 다중바이트 언어의 경우 공유 달력 이벤트 이름이 잘못 표시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특정]을 선택하면 참조 도메인을 선택할 수 없는데이터 추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상거래 분류를 prop 보고서에 잘못 나타내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본 상위 5 페이지 외 다른 페이지를 선택할 수 없는 트렌드 보고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전환 단계의 분류(장바구니 전환 단계, 구매 전환 단계, 사용자 지정 이벤트 단계,
캠페인 전환 단계, 제품 전환 단계 등) 보고서 필터는 괄호 안의 상위 변수를 첨부하여 분류를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62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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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기 쉽게 합니다.
SearchCenter를 정의하는 사용자 지정 마케팅 채널 처리 규칙을 잠근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 수정 후에는 기본 SearchCenter 규칙만 잠깁니다.
검색을 통해 사용자를 찾은 후 단일 그룹 구성원을 제거하면 모든 구성원이 제거되는 관리
콘솔에서의 그룹 관리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AppMeasurement
JavaScript AppMeasurement
이번 유지 관리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플랫폼에서는 AppMeasurement의 릴리스 노트에서 다음과 같은 AppMeasurement 릴리스 내
역을 참조하십시오.
JavaScript
iOS
Android
Flash-Flex
Windows Phone, XBOX, Silverlight 및 .NET
BlackBerry
Java
PHP
Symbian

Discover 3.0 유지 관리 릴리스
Discover 3.0 유지 관리 릴리스(2012/06/21)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롤링 날짜를 프로젝트에 로드했을 때 날짜 범위 제목을 유지하지 못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벤트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폴더에 저장할 때 이벤트에 대한 세그먼트 호환성을 향상했습
니다.
세그먼트 필터 빌더에서 저장 진행률 표시기를 추가했습니다. 진행률 표시기는 새 세그먼트
의 변경 사항이 업데이트되기 전에 도구 패널에서 세그먼트를 그릴 수 없게 합니다.
모든 라인 항목이 알 수 없음 으로 첫 구매까지 소요된 일 수 보고서에 표시되는 문제를 수정
했습니다.
매출액 지표를 사용할 때 잘못된 연산자가 표시되는 세그먼트 필터 빌더 문제를 수정했습니
다.
데이터가 적절하게 나타나도록 Excel에 복사/붙여넣기 작업에서 특수 문자를 스크러빙했지
만 한 행을 둘로 분할하지 못했습니다.
폴아웃 보고서의 폴스루 패널에 있는 백분율이 올바르게 계산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
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62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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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달력에 대해 일부 날짜 범위가 올바르게 계산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일부 치수 값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폴아웃 보고서 체크포인트 편집기의 레이아웃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0개 페이지를 반환시키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 보고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SocialAnalytics 1.2 유지 관리 릴리스
SocialAnalytics 유지 관리 릴리스(2012/06/21)에는 다음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로그가 종료 날짜를 하루 지나서 표시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최신 SocialAnalytics 정보는 SocialAnalytics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DataWarehouse
이번 유지 관리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Clickstream Data Feeds
Clickstream Data Feeds 유지 관리 릴리스(2012/06/21)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새 데이터 피드에 대한 표준 열 세트가 분석과 더 관련성이 많은 지표를 포함하도록 수정되
었습니다. 기존 데이터 피드는 이러한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의 큰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로 일별 데이터 피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
다. 다중 파일 배달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병렬로 추출할 수 있고 큰 데이터 세트에 대한 추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피드에 포함할 추가 데이터 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ickstream Data Feeds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ReportBuilder 4.3 유지 관리 릴리스
이번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portBuilder 도움말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Web Services
Web Services 유지 관리 릴리스(2012/06/21)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특정 Web Services 호출에 책갈피를 지정할 수 있는 개선된 API 탐색기. 호출 이름이 URL에서
이름이 있는 앵커로 추가됩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62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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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By 매개 변수 옵션을 Report.GetReport에서 무시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Web Service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developer.omniture.com을 방문하십시오.

AudienceResearch 2.3
AudienceResearch 2.3 릴리스(2012년 6월 21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게시자는 비디오 지표를 사이트 속성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
다.
비디오 뷰 횟수
비디오 방문자 수
비디오 사용 시간
광고주는 새 비디오 보고서를 총계로 지리적 위치 차원별 또는 기술 차원별로 볼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AudienceResearch를 참조하십시오.

AudienceManager 3.4 유지 관리 릴리스
AudienceManager 유지 관리 릴리스(12년 6월 21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보고서: 대화식 보고서가 성능을 표시하고 트레이트 및 세그먼트에 대한 데이터를 오버
랩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정적 열 및 행에 숫자를 반환하는 대신 고유한 시각화 방법을 사
용하여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화식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SearchCenter 4.4
이 SearchCenter 4.4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 및 개선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동기화: SearchCenter 4.4 릴리스는 다음과 같은 새 동기화 프로세스를 포함합니다.
증분 데이터 검색 동기화: 하루에 네 번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동안 SearchCenter에 없
는 개체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할 경우 즉시 검색 엔진과의 개별 항목 동기화가 자동으
로 발생합니다.
변경 목록 동기화: Google 계정의 경우 SearchCenter는 검색 엔진의 내역 변경 보고서
를 사용하여 마지막 동기화 이후 검색 엔진에서 작성된 변경을 찾아서 자동으로 데이
터를 SearchCenter와 동기화합니다.
Microsoft adCenter 일치 유형 개선 기능: 각 일치 유형(광범위, 구문, 정확 및 컨텐트)에서 개
별적으로 입찰을 하고, 고유 URL을 할당하고, 개별 상태를 제어하고, Google AdWords 일치
유형과 일관성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Google Product Listing Ads 및 Product Plus Box Extensions: SearchCenter는 이제 Google
Product Listing Ads and Product Plus Box Extensions에 대한 보고를 지원합니다.
SearchCenter의 이번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62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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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트레이로 요청을 전송하기 전에 10초에서 30초로 시간 초과 값을 변경했습니다.
읽을 수 없는 숫자가 그래프에 표시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관리의 여러 수준에서 볼 때 사용자 지정 그룹 지표가 변경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그룹, 키워드 및 광고가 Test&Target 테스트에 할당될 때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
다.
관리의 광고 복사 수준에서 지표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벌크 내보내기 기능이 불완전한 데이터를 반환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불완전한 클릭 전 데이터가 보고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키워드 지표가 관리와 보고에서 서로 다른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중복된 키워드를 생성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마지막 동기화 날짜가 캠페인 및 그룹 수준에서 달라지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사용자가 고급 필터에서 네거티브 지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 릴리스의 SearchCenter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관련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Microsoft Bing
키워드를 동기화할 때 유효성 검사가 잘못 실패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내역 데이터를 관리에 로드하지 못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rchCenter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Test&Target
이 유지 관리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 및 버그 수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타게팅에서 URL 인코딩 버전에 입력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인코딩되지 않
은 문자는 정확히 일치하는 타게팅 조건에 입력해야 합니다. 기존의 모든 캠페인 타게팅 기
준은 인코딩되지 않은 문자를 사용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이제 승인자 및 편집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캠페인 만들기 API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내부 프로파일 매개 변수 제한 값이 11개에서 50개로 확장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성공 지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복구했습니다. 드롭다운 내부의 확인란을 선
택하면 결합하려는 데이터의 성공 지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치 목록 페이지의 캠페인 이름에는 해당 캠페인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aidu를 트래픽 소스 타겟으로 추가했습니다.
AJAX 요청에서 페이지를 재로드하는 콘텐츠가 없다고 응답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최신 정보는 Test&Target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이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62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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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필드임을 나타내는 빨간색 별표를 표시하지 않는 Internet Explorer 7의 마법사를 수정
했습니다.
열 탭의 이벤트 그룹에 있는 SiteCatalyst에서의 표시 방식 필드의 표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기술 연락처에 대한 여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없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Dev Center에서 대시보드 및 책갈피를 여러 통합을 포함한 제품에 추가할 때 발생하는 성능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enesis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Insight 5.5
최신 Insight 릴리스 노트 및 설명서는 Insight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earch&Promote 8.8.1
이번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Search&Promote 문서는 Search&Promote 문서 홈을 참조하십시오.

Survey 3.2 유지 관리 릴리스
Survey 유지 관리 릴리스(2012/06/21)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Survey 모듈 코드로 인해 발생한 네트워크 오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vey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commendations 2.10
최신 Recommendations 문서는 Recommendations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Scene7
최신 Scene7 릴리스 정보는 Scene7 게시 시스템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Publish
최신 Publish 릴리스 정보는 Publish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 페이지의 컨텐츠는 매월 릴리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하십시오.
Copyright © 2018 Adobe System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Use of this document signifies your agreement to the Terms of Use and Online Privacy Policy.
Adobe Systems Incorporated products and services are licensed under the following Netratings patents:
5,675,510, 5,796,952, 6,115,680, 6,108,637, 6,138,155, 6,643,696, and 6,763,386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621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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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Cloud 릴리스 노트
Marketing Cloud™의 최신 릴리스 및 MR(유지 관리 릴리스)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2년 7월 19일
SiteCatalyst 15.4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Discover 3.0 유지 관리 릴리스
DataWarehouse
클릭 스트림 데이터 피드
ReportBuilder 4.3 유지 관리 릴리스
웹 서비스
AudienceResearch 2.4
AudienceManager 유지 관리 릴리스
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
Test&Target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Insight 5.5
Search&Promote 8.9
Survey 3.2 유지 관리 릴리스
Recommendations 2.10
Scene7
Publish

SiteCatalyst 15.4
SiteCatalyst 15.4 릴리스(2012년 7월 1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통신사 보고서
이 보고서는 사이트 및 앱 방문자가 사용한 무선 서비스 제공자(Verizon, AT&T, Sprint 등)를 보여줍
니다. 방문자 프로파일 > 기술에서 이 보고서를 봅니다.
업데이트 연결 유형 보고서
연결 유형 보고서는 모바일 트래픽을 포함하도록 향상되었습니다.
Internet Explorer 호환성 모드의 향상된 보고 기능
호환성 모드에서 Internet Explorer가 실행될 때 IE 8 및 IE 9는 사용자 에이전트를 IE 7로 보고합니
다. 이는 곧 보고서에서 IE 7 브라우저의 트래픽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7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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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9일 이후부터 IE8 및 IE 9이 호환성 모드에서 실행 중이더라도 실제 브라우저 버전으
로 보고됩니다. 이 변경 후에는 IE 7의 트래픽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호환성
모드에 있는 사용자 수에 따라 IE 7 트래픽은 최대 70퍼센트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IE 8
및 IE 9의 트래픽은 증가합니다.
수정 사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추적에 대한 보고서 세트를 구성하는 기능이 베타 기능으로 추가되었
습니다.
SearchCenter가 활성화되고 마케팅 채널 세부 사항 변수에 생성된 분류가 없는 보고서 세트
의 메뉴에 첫 번째 터치 및 마지막 터치 채널 세부 사항 보고서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수정
했습니다.
생성된 보고서로 링크를 보낼 때 제품 전환 유도 보고서에서 적용된 필터를 유지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세그먼트 빌더를 사용하여 세그먼트를 작성할 때 listvar에 대한 값이 잘못 표시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참조 도메인으로 단일 레퍼러 유형(기타 웹사이트)을 분류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했습
니다. 이 버그는 분류 대신 전체 참조 도메인 보고서를 반환했습니다.
비디오 개요 보고서에서 이중 바이트 문자를 표시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날짜가 지표 이름 대신 열 머리글에 나타나는 날짜 비교 보고서의 PDF 내보내기 문제를 수정
했습니다.
Internet Explorer 8에서 달력 이벤트를 그래프로 표시하지 못하게 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v15 업그레이드 날짜를 지날 때 소요된 평균 시간이 계산되는 방식을 수정했습니다. 이제 소
요된 평균 시간은 업그레이드 전 값과 업그레이드 후 값의 합계 대신, 두 값의 가중 평균을 표
시합니다.
일부 큰 수의 값이 ExcelClient, ReportBuilder 및 Report.GetRankedReport API에서 등급 보고서의
음수로 반환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로 인해 고유 방문자 보고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7월 1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통신사 보고서
이 보고서는 사이트 및 앱 방문자가 사용한 무선 서비스 제공자(Verizon, AT&T, Sprint 등)를 보여줍
니다. 방문자 프로파일 > 기술에서 이 보고서를 봅니다.
업데이트 연결 유형 보고서
연결 유형 보고서는 모바일 트래픽을 포함하도록 향상되었습니다.
수정 사항: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7192012.html

2/9

2018/12/11

2012년 7월 19일 - Experience Cloud 릴리스 노트

사용자 지정 달력의 달을 변경할 때 4주 꺾은 선형이 사라진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관리 콘솔의 사용 및 액세스 로그 페이지에 필터를 적용했을 때 오류를 발생시킨 문제를 수
정했습니다.
생성된 보고서로 링크를 보낼 때 제품 유도 보고서에서 적용된 필터를 유지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경로 지정, 트래픽 소스 및 캠페인 보고서에 고급 필터를 적용할 때 필터링된 값 대신 총 값이
나타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다른 변수로 분류된 eVar를 포함하는 대시보드를 HTML 형식으로 내보낼 때 일부 선이 나타
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링된 총계 대신 페이지에 있는 항목의 총계를 표시할 때 총계 값이
SAINT 보고서에 표시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올바른 권한이 할당될 때도 일부 공유 대시보드를 편집할 수 없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날짜가 지표 이름 대신 열 머리글에 나타나는 날짜 비교 보고서의 PDF 내보내기 문제를 수정
했습니다.
Internet Explorer 8에서 달력 이벤트를 그래프로 표시하지 못하게 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v15 업그레이드 날짜를 지날 때 소요된 평균 시간이 계산되는 방식을 수정했습니다. 이제 소
요된 평균 시간은 업그레이드 전 값과 업그레이드 후 값의 합계 대신, 두 값의 가중 평균을 표
시합니다.
일부 큰 수의 값이 ExcelClient, ReportBuilder 및 Report.GetRankedReport API에서 등급 보고서의
음수로 반환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AppMeasurement
JavaScript AppMeasurement
H.25
WebKit 브라우저(Safari 및 Chrome)에서 링크 추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업데이트를 수행했
습니다. 이 업데이트 후에는 자동 추적되는(s.trackDownloadLinks 및 s.trackExternalLinks로 판별됨)다
운로드 및 종료 링크가 성공적으로 추적됩니다. 수동 JavaScript 요청을 사용하여 사용자 링크를 추
적할 경우 이러한 요청이 작성되는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료 및 다운로드 링크는 종종 다음과 유사한 코드를 사용하여 추적됩니다.
1. <a href="http://anothersite.com" onclick="s.tl(this,'o','link name',null)">

Firefox 및 Internet Explorer는 추적 링크 호출을 실행하고 새 페이지를 엽니다. 그러나, 새 페이지가
열릴 때 WebKit 브라우저는 추적 링크 호출 실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 때문에 WebKit 브
라우저를 사용할 때 추적 링크 호출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 동작을 해결하기 위해 H.25는 추적 링크 호출이 완료될 때까지 WebKit 브라우저가 대기하도록
하는 오버로드된 추적 링크 메서드(s.tl)를 포함합니다. 이 새 메서드는 기본 브라우저 작업을 사용
하는 대신, 추적 링크 호출을 실행한 다음 탐색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이 오버로드된 메서드에는
링크 추적 호출이 완료될 때 수행될 작업을 지정하는 doneAction이라는 추가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
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7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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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추가 doneAction 매개 변수로 s.tl에 대한 호출을 업데이트
하십시오.
1. <a href="http://anothersite.com" onclick="s.tl(this,'o','link
name',null ,'navigate');return false ">

'navigate'를 doneAction으로 전달하면 기본 브라우저 동작이 미러링되고 추적 호출이 완료될 때 href
속성으로 지정된 URL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SiteCatalyst 구현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iOS 3.x 및 Android 3.x 출시됨
이제 새 버전의 iOS 및 Adroid 라이브러리를 Developer Connection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릴리스의 주요 기능
SiteCatalyst v15를 사용한 최적화된 구현
자동 탐색 추적
컨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한 자동 지표 수집
참고: 코드 관리자의 iOS 및 Adroid 라이브러리는 현재 2.x 버전이며 여전히 지원됩니다. 라이
브러리에 대한 링크는 Developer Connection의 모바일 SDK 다운로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플랫폼에 대한 AppMeasurement
아래 플랫폼에서의 AppMeasurement 릴리스 내역은 다음 AppMeasurement 릴리스 내역을 참조하
십시오.
JavaScript
iOS
Android
Flash-Flex
Windows Phone, XBOX, Silverlight 및 .NET
BlackBerry
Java
PHP
Symbian

Discover 3.0 유지 관리 릴리스
Discover 3.0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7월 1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Java 7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시작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참고: Java 7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
니다.)
파이 차트에서 또는 요약 보고서를 새로 고칠 때 예외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7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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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러 보고서가 여러 행 항목을 보고하는 알 수 없음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예약 관리자에서 ID 열을 변경하여 숫자로 정렬했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파일 종료를 파일 끝내기로 변경했습니다(일본어 번역 향상 목적) .
흐름 보고서에서 수동 지표 선택 항목을 활성화했습니다.
글로벌 설정의 글꼴 및 로케일 탭에서 로케일 선택 메뉴에 국제 날짜 형식을 제공하는 국제
영어를 추가했습니다.
표의 열과 행 간에 날짜를 이동할 때 날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Discover에서 세그먼트 ID를 저장할 때 이러한 ID를 변경시켜 ReportBuilder에서 이러한 세그
먼트를 참조할 경우 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동일한 세그먼트가 특정 구성 결합에서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DataWarehouse
DataWarehouse 릴리스(2012년 7월 1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통신사 보고서
새 모바일 통신사 보고서에 대한 지원을 DataWarehouse에서 추가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연결 유형 보고서
SiteCatalyst 연결 유형 보고서의 새 비즈니스 논리와 일치하도록 DataWarehouse 연결 유형 보고서
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전환 변수 인스턴스
전환 변수 인스턴스 지표(예: evar1 인스턴스, eVar2 인스턴스 등)에 대한 지원을 DataWarehouse에
서 추가했습니다.
수정 사항:
DataWarehouse에서 시작 페이지 보고서를 실행할 때 이제 DataWarehouse는 보고서 날짜 범
위 이전에 시작해서 보고서 날짜 범위 내에 끝나는 방문(즉, 시작 날짜 경계를 지나는 방문)
에 대한 실제 시작 페이지를 보고합니다. 이전에 DataWarehouse는 실제 시작 페이지가 아니
라 보고서 날짜 범위 도중 발견된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했습니다.
때때로 참조 도메인 보고서가 실제 참조 도메인이 아닌 URL 인코딩 문자열인 값을 포함하는
DataWarehouse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세그먼트 빌더의 연산자가 다중 값 변수(예: 제품 변수)로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는
DataWarehouse의 은(는) 널이 아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그먼트 빌더의 연산이 분류에 적용되었을 때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는 DataWarehouse의
보다 작음 !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그먼트 빌더의 은(는) 널임 연산자가 분류에 적용되었을 때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는 문제
를 해결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7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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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DataWarehouse는 DataWarehouse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기 위해 Site Catalyst 게시
목록을 지원합니다.
DataWarehouse에서 고급 스케줄러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고급 스케줄러는
DataWarehouse 요청에서 반환되는 행 수의 제한을 지원합니다. 모든 행을 검색하려면 0 을
입력하십시오(기본 설정).

클릭 스트림 데이터 피드
Clickstream Data Feeds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7월 1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연결 유형 업데이트
이제 데이터 피드의 connection_type 열 및connection_type.tsv 조회 파일은 SiteCatalyst 연결 유형 보
고서에서 새 비즈니스 논리를 지원합니다. 이 과정의 일부로, 이제 열과 조회 파일은 모바일 통신
사의 새 연결 유형을 포함합니다.
수정 사항:
특정 대용량 데이터 피드를 잠그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ickstream Data Feeds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ReportBuilder 4.3 유지 관리 릴리스
이번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portBuilder 도움말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Web Services
웹 서비스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7월 1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보고 API
보고 API에 2개의 추가 지표, cpage(eCommerce 페이지)와 mobilecarrier(새 모바일 통신사 보
고서의 값 기준)를 추가했습니다.
보고 API에 다음 추가 오류를 추가했습니다.
5054 | 세그멘테이션에 대해 보고서 세트가 활성화되지 않았음
5060 | 세그먼트에 액세스할 수 없음
5061 | 세그먼트 필수
5070 | 시스템 관리자가 보고서를 취소했음
보고 API의 reportDescription 데이터 유형에 sortBy 매개 변수를 구현했습니다.
웹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developer.omniture.com을 방문하십시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7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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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Research 2.4
AudienceResearch 2.4 릴리스(2012년 7월 1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속성 포트폴리오 생성. 포트폴리오는 게시자가 만든 사이트, 모바일 앱 및 디지털 발행물의
그룹입니다.
포트폴리오 보고서: 속성 포트폴리오에서 집계된 지표(보기 횟수, 방문 횟수 및 소요된 시간)
를 봅니다. 총계의 개별 속성 기여를 볼 수 있습니다.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버그 수정.
자세한 내용은 AudienceResearch를 참조하십시오.

AudienceManager 유지 관리 릴리스
이 유지 관리 릴리스에는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
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7월 19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관리의 사전 클릭 데이터가 검색 엔진의 데이터보다 낮게 보고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지표가 관리에서 0(영)으로 표시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관리가 내역 데이터를 로드하지 못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레이블이 적절하게 정렬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계정 페이지에서 적절하게 정렬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키워드가 적절하게 정렬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때때로 변경 목록 동기화 기능이 광고를 잘못 삭제하거나 일시 중지시키는 문제를 수정했습
니다.
새로 가져온 계정에서 데이터로 드릴다운할 때 결과를 찾지 못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벌크 가져오기가 예상보다 처리하는 데 더 오래 걸리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벌크 가져오기가 입찰 규칙 변경 사항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한 보고서가 요청한 행 수를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실행할 입찰 규칙을 선택할 때 기존 입찰 규칙이 팝업 창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
니다.
Google Sitelink 광고 확장이 적절하게 동기화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MSN 데이터 검색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rchCenter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7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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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Target
이번 유지 관리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는 Test&Target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이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통합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중복 책갈피가 북마크 관리자의 공개 책갈피에 표시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메일 마케팅 API 통합에서 발생하여 데이터 설정을 JavaScript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enesis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Insight 5.5
최신 Insight 릴리스 노트 및 설명서는 Insight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earch&Promote 8.9
새로운 기능
메타데이터 관리 개선 - 고객 피드에서 동적 메타데이터 정의:
스키마를 만들어 고객이 제공한 메타데이터 정의를 기준으로 Search&Promote 계정으로 동
적으로 다시 구성하십시오.
색인화 성능 개선 - 색인 로더:
색인 로더는 XML 컨텐트를 직접 Search&Promote 색인에 가져오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것
은 표준 XML 피드 파일을 빨리 가져오도록 설계된 기존 Index Connector 기능의 하위 세트입
니다.
수정 사항 및 개선 사항
비즈니스 규칙별 정렬 옵션 변경에 대한 지원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도움말 시스템에서 설명에 대한 메타 태그가 빈 컨텐트를 가질 때 <search-description> 태그는
대신 본문을 표시합니다.
결과 기준 작업 방법으로 추가된 결과에 해당하는 표 히트를 추적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POST를 통한 쿼리 매개 변수 제출에 대한 지원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크롤링할 때 일부 경우에는 최종 mirror_account 작업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SiteCatalyst URL이 URL 키에서 CGI 인수를 유사하게 스트립하는 데 필요한 SiteCatalyst 조회
를 수행하는 Search&Promote 코드와 CGI 인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시 작성 규칙이 활성으로 푸시된 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간헐적으로 사라졌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7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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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Promote 계정은 결과 부족으로 인해 추천을 하도록 설정된 원하는 작업 설정을 가지
고 있어서 결과가 간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줄 바꿈이 없는 다시 작성 규칙 테스트 출력을 수정했습니다.
URL 규칙 검색 페이지와 목록 저장소 URL 규칙 크롤링 페이지가 잘못된 내역 페이지를 가리
켰습니다.
일부 배너에서 편집을 클릭해도 편집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업데이트 코드 등급을 다시 매기는 작업이 이례적으로 느릴 수 있습니다.
단면화 이름이 대소문자를 혼합해서 사용한 경우 단면화 항목 제거 또는 푸시가 작동하지 않
았습니다.
최신 Search&Promote 문서는 Search&Promote 문서 홈을 참조하십시오.

Survey 3.2 유지 관리 릴리스
이번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Survey 설명서는 설문 조사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commendations 2.10
최신 Recommendations 문서는 Recommendations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Scene7
최신 Scene7 릴리스 정보는 Scene7 게시 시스템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Publish
최신 Publish 릴리스 정보는 Publish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 페이지의 컨텐츠는 매월 릴리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하십시오.
Copyright © 2018 Adobe System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Use of this document signifies your agreement to the Terms of Use and Online Privacy Policy.
Adobe Systems Incorporated products and services are licensed under the following Netratings patents:
5,675,510, 5,796,952, 6,115,680, 6,108,637, 6,138,155, 6,643,696, and 6,763,386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719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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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Cloud 릴리스 노트
Marketing Cloud™의 최신 릴리스 및 MR(유지 관리 릴리스)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2년 8월 30일
SiteCatalyst 15.4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AppMeasurement
Discover 3.0 유지 관리 릴리스
Social 1.0(2012년 8월 30일 업데이트)
SocialAnalytics 1.2 유지 관리 릴리스
DataWarehouse
클릭 스트림 데이터 피드
ReportBuilder 4.3 유지 관리 릴리스
웹 서비스
AudienceResearch 2.5
AudienceManager 3.5 유지 관리 릴리스
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
Test&Target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Insight 5.5
Search&Promote 8.9.1
Survey 3.2 유지 관리 릴리스
Recommendations 2.10
Scene7
Publish

SiteCatalyst 15.4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5.4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8월 1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 사항:
종료 보고서가 SiteCatalyst 15 업그레이드 날짜 이후 데이터를 표시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
었습니다.
Discover 3.0 이전에 만들었던 Discover 공유 세그먼트가 SiteCatalyst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81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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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달력이 있는 보고서 세트의 트렌드 보고서가 잘못된 그래프를 표시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반환된 데이터가 올바르게 표시되었습니다.
[관리] > [과금]을 방문한 후 사용자가 로그아웃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관리 콘솔이 51-100개의 이벤트를 사용할 때 머천다이징 바인딩 이벤트에 대한 잘못된 이벤
트 수를 표시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케팅 채널 개요 보고서에서 사용자 지정 이벤트를 선택할 때 첫 번째 및 마지막 터치 채널
세부 사항 값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위 관계 보고서에서 선형으로 할당된 지표가 계산되는 방식을 SiteCatalyst 14 처리 방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하루를 선택했을 때 주요 지표 보고서가 페이지 뷰 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한 문제가 해결되
었습니다.
인스턴스 및 방문 횟수가 Test&Target 캠페인에서 동일한 값을 가지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
다.
모바일 장치 유형 보고서의 모바일 OS 보고서별 분류가 첫 번째 행에 대한 데이터만 표시하
는 ReportBuilder 및 ExcelClient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바일 OS 보고서가 분류 메뉴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상관 관계 보고서의 이벤트 이름을 보고되는 실제 지표와 일치하도록 "페이지 뷰" 대신 "인
스턴스"로 변경했습니다.
참조 도메인 보고서별로 단일 레퍼러 유형을 분류했을 때 전체 참조 도메인 보고서가 반환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보고서 세트의 기본 통화 사용 옵션이 비활성화되었을 때 비디오 개요 보고서가 카운터 이벤
트에 통화 변환을 수행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달을 선택할 때도 현재 달이 선택되는 데이터 추출 고급 배달 옵션의 문제가 해결되었
습니다.
시작 페이지 및 필터를 포함한 경로가 적용되지 않는 전체 경로 보고서의 문제가 해결되었습
니다. 전체 사이트를 선택했을 때 데이터가 올바르게 표시되었습니다.
SiteCatalyst 위젯이 폴아웃 차트로 구성되었을 때 위젯을 처음 로드하면 초기에 이미지가 나
타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8월 1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 사항:
다중 페이지 ClickMap 보고서의 일부 페이지에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습
니다.
모바일 OS 보고서가 다른 보고서로 분류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달을 선택할 때도 현재 달이 선택되는 데이터 추출 고급 배달 옵션의 문제가 해결되었
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81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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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Catalyst 위젯이 폴아웃 차트로 구성되었을 때 위젯을 처음 로드하면 초기에 이미지가 나
타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AppMeasurement
JavaScript AppMeasurement
이 릴리스에는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Windows 8 AppMeasurement 베타
이제 Windows 8 AppMeasurement의 공개 베타를 Developer Connection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S AppMeasurement 3 및 Android AppMeasurement 3 릴리스됨
이제 새 버전의 iOS 및 Android 라이브러리를 Developer Connection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릴리스의 주요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SiteCatalyst v15 처리 규칙을 사용한 최적화된 구현
자동 탐색 추적
컨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한 자동 지표 수집
참고: 코드 관리자의 iOS 및 Adroid 라이브러리는 현재 2.x 버전이며 여전히 지원됩니다. 버전 3
라이브러리에 대한 링크는 Developer Connection의 모바일 SDK 다운로드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기타 플랫폼에 대한 AppMeasurement
아래 플랫폼에서의 AppMeasurement 릴리스 내역은 다음 AppMeasurement 릴리스 내역을 참조하
십시오.
JavaScript
iOS
Android
Flash-Flex
Windows Phone, XBOX, Silverlight 및 .NET
BlackBerry
Java
PHP
Symbian

Discover 3.0 유지 관리 릴리스
Discover 3.0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8월 1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81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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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그먼트화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세그먼트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괄호로 묶은 지역
으로 인해 세그먼트가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라인 항목을 이 곳에 세그먼트 삽입 필드(보고서 수준 세그먼트)로 끌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0개 이상의 분류가 확장된 메뉴 목록에 있을 때 분류 보기를 향상하도록 보고서 메뉴 구조
를 변경했습니다.
통화가 세그먼트 필터 빌더에 잘못된 연산자를 표시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처리 속도를 향상하도록 새 보고서의 기본 지표를 변경했습니다.
폴아웃 및 폴스루 크기를 Discover 2.96에서 3.0으로 적절하게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는 문제
가 해결되었습니다.
흐름, 가상 포커스 그룹 및 유도 보고서가 열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름 필드에서 다중 바이트 문자를 포함하는 DataWarehouse 세그먼트가 실패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언어 설정이 보존되지 않는 레퍼러 유형 필드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Social 1.0(2012년 8월 30일 업데이트)
Adobe SocialAnalytics와 Context Optional Social Marketing Suite의 기능을 결합한 Adobe Social로
사용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오가는 대화를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합니다.
각 채널에 대해 적절한 내용을 만들고 게시하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더 많은 팬을 유치하고 내용 및 캠페인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자동 태그 지정 구현을 통해 내용, 캠페인 및 참여의 효과를 측정합니다.
소셜 커뮤니티 내에서 대화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응답합니다.
트렌드 및 영향력 있는 사용자가 나타나면 식별합니다.
강력한 권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소셜 작업 흐름의 안전과 승인된 내부 지침 준수를 보장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dobe Social 사용 안내서의 Social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Social 1.0 릴리스에는 다음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Social 플랫폼 수신 기능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플랫폼을 포함했습니다. 고객은 소셜 미디어
에서 언급이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Social 1.0 릴리스에는 다음 알려진 문제가 포함됩니다.
Social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가 지원되는 모든 언어로 완전하게 현지화되지 않았습니다.
Non-latin1 문자 모음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멀티바이트 문자를 포함한 용어가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81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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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Social 설명서는 Social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SocialAnalytics 1.2 유지 관리 릴리스
SocialAnalytics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8월 16일)는 많은 백엔드 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속도와
확장성을 향상시킵니다.
최신 SocialAnalytics 설명서는 SocialAnalytics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DataWarehouse
데이터 세트가 잘못된 데이터를 포함할 때 Insight 작업 노드가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SiteCatalyst에서 Insight로의 피드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클릭 스트림 데이터 피드
이번 유지 관리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ickstream Data Feeds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ReportBuilder 4.3 유지 관리 릴리스
ReportBuilder 4.3 릴리스(2012년 8월 16일)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운스, 바운스 비율 및 단일 액세스가 사이트 섹션 보고서에서 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
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약된 보고서에 대해 업데이트된 API.
자세한 내용은 ReportBuilder 도움말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Web Services
웹 서비스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8월 1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웹 서비스 인증의 중요 변경 사항
최근 Marketing Cloud 인증 절차에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
2012년 8월 8일에 암호를 공유하는 새로운 웹 서비스가 API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사용자
에 대해 생성되었습니다. 모든 API 사용자의 새로운 공유 암호는 Marketing Cloud의 [관리] > [회사]
> [웹 서비스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웹 서비스 사용자 이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해야할 일
빠른 시일 내에 새 공유 암호로 코드를 업데이트하십시오. 기존 공유 암호는 12달 동안(2013년 8월
1일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81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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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요청 필드의 구문 오류를 검사하도록 API 탐색기를 향상시켰습니다. 오류가 감지되
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포스트 및 게시 제목에 URL을 입력할 때 자동으로 링크를 만들도록 개발자 포럼을 향상시켰
습니다.
DataWarehouse에 대해 특정 보고서 세트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는 DataWarehouse.IsEnabled
를 추가했습니다.
제출된 응답을 특정 설문조사로 반환하는 Survey.GetData를 추가했습니다.
웹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developer.omniture.com을 방문하십시오.

AudienceResearch 2.5
AudienceResearch 2.5 릴리스(2012년 8월 1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다중 사이트에 대한 대상자를 롤업하고, 롤업이 동일한 보고서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로
보고합니다.
MPA 권장 시간대의 잡지 지표 보고를 지원합니다.
이제 포트폴리오가 빠른 검색 결과에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AudienceResearch를 참조하십시오.

AudienceManager 3.5 유지 관리 릴리스
AudienceManager 3.5 유지 관리 릴리스(12년 8월 1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SegmentBuilder: 작업 흐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시 설계
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최근/빈도 설정, 비교 연산자 및 부울 표현식을 사용하여 대상자 세그
먼트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dienceManager 사용 안
내서의 세그먼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정보 라이브러리(DIL) API: 클래스 및 인스턴스 수준 DIL API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방
식으로 AudienceManager 개체를 만들고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API를 사용하
여 값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udienceManager 사용 안내서의 API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
이 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8월 16일)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 및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벤토리 관리: 재고 부족 식별자를 구성하도록 구성 만들기 대화 상자에 연산자 드롭다운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구성 만들기 대화 상자에 재고 관리 파일이 업로드될 때마다 경
고를 수신할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는 요약 이메일 필드를 추가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81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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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보기: 그룹, 키워드 및 배치에 대한 관리 보기에 정보용 인벤토리 상태 열을 표시하는 기
능을 추가했습니다.
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8월 16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이메일로 전송된 CSV 보고서에서 문자를 읽을 수 없게 표시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운로드된 보고서가 요청된 행 수를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삭제된 캠페인을 필터링하여 내역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
니다.
책갈피가 표시된 관리 보기가 올바르게 업데이트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고급 필터에서 네거티브 지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캠페인으로 필터링한 후 캠페인 이름이 강조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데이터를 요청하지 않았을 때 대량 내보내기로 내보내는 문제가 해결되었
습니다.
추가 로드를 클릭한 후 잘못된 정렬로 관리에서 추가 열이 표시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잘못되고 음수로 계산된 지표가 사용자 지정 그룹 관리 보기에 표시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
니다.
키워드를 삭제해선 안될 때 키워드를 삭제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동기화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릴리스의 SearchCenter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관련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oogle
캠페인을 동기화한 후 Sitelink 세트가 제거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Microsoft Bing:
Microsoft Bing Match Type 변환에 대한 추가 용량을 추가했습니다. 차후에 추가 기능이 추가
될 것입니다.
Yahoo Japan
SearchCenter와 Yahoo Japan 간의 키워드 비용이 불일치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rchCenter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Test&Target
이번 유지 관리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는 Test&Target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81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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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 DREAMmail 이메일 eVar를 제거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중복 통합을 만든 UI 이전/뒤로 단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Facebook JavaScript 및 PHP 코드를 Facebook의 최신 API 코드와 함께 작동하도록 업데이트
했습니다.
Distimo와 같은 연구소의 제품에 대해 새로운 Labs 제품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중복 통합에 대한 경고를 추가했습니다.
ExactTarget 통합의 8단계에서 텍스트 겹침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법사 리소스 페이지에 포함된 Atlas 플러그인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enesis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Insight 5.5
최신 Insight 릴리스 노트 및 설명서는 Insight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earch&Promote 8.9.1
수정 사항 및 개선 사항
맨 끝에 별표가 있고 동의어로 확장되지 않았던 검색 쿼리를 수정했습니다.
잘못 작동되고 있었던 날짜 쿼리를 수정했습니다.
자동 완료 단어 목록에 빈 줄을 추가할 수 있는 오류가 해결되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단면화 정렬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사용자에게 강력한 Adobe Search&Promote 계정 암호를 만들 것을 알려주는 자문 메시지를
추가했습니다.
SSO 로그인만 옵션을 회원 센터의 지원 탭에 추가했습니다.
검색 크롤을 중단시킬 수 있는 스크립트 필터링의 오류가 해결되었습니다.
배너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시각적 규칙 빌더에서 다른 배너 선택을 클릭했
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단계 비즈니스 규칙을 활성화할 때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배너 태그가 검색되지 않는 오류가 해결되었습니다.
최신 Search&Promote 문서는 Adobe Search&Promote 문서 홈을 참조하십시오.

Survey 3.2 유지 관리 릴리스
이 Survey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타 데이터 질문 유형: 새 메타 데이터 질문 유형을 통해 설문 조사 작성자의 웹 사이트에서
JavaScript를 사용하여 메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81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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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데이터 API: 설문 조사 데이터 API를 사용하여 특정 설문 조사에 대한 응답을 프로
그램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Survey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설문 조사 분류를 변경한 경우 문제를 유발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최신 Survey 설명서는 설문 조사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commendations 2.10
최신 Recommendations 문서는 Recommendations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Scene7
최신 Scene7 릴리스 정보는 Scene7 게시 시스템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Publish
최신 Publish 릴리스 정보는 Publish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 페이지의 컨텐츠는 매월 릴리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하십시오.
Copyright © 2018 Adobe System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Use of this document signifies your agreement to the Terms of Use and Online Privacy Policy.
Adobe Systems Incorporated products and services are licensed under the following Netratings patents:
5,675,510, 5,796,952, 6,115,680, 6,108,637, 6,138,155, 6,643,696, and 6,76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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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Cloud 릴리스 노트
Marketing Cloud™의 최신 릴리스 및 MR(유지 관리 릴리스)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릴리스: 2012년 9월 13일
최근 업데이트: 2012년 9월 21일
DataWarehouse - 2012년 9월 21일에 업데이트됨
ReportBuilder 4.3 유지 관리 릴리스 - 2012년 9월 15일에 업데이트됨
SiteCatalyst 15.4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AppMeasurement & Mobile
Discover 3.0 유지 관리 릴리스
Social 1.0 유지 관리 릴리스
클릭 스트림 데이터 피드
Web Services
AudienceResearch 2.6
AudienceManager 유지 관리 릴리스
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
Test&Target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Insight 5.5
Search&Promote 8.9.2
Survey 3.2 유지 관리 릴리스
Recommendations 2.10
Scene7
Publish

DataWarehouse - 2012년 9월 21일에 업데이트됨
DataWarehouse에 대해 다음 수정 및 개선 사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기본적으로 50행으로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DataWarehouse가 제품 목록에서 다음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DataWarehouse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SiteCatalyst 규칙과 일치합니다.
추가 데이터 없이 쉼표(,)만 입력한 경우처럼 빈 제품을 무시합니다.
단일 대시("-")로 입력된 제품 개체를 무시합니다.
탭 또는 새 줄 문자가 포함된 제품 이벤트를 올바르게 구문 분석합니다.
이벤트 “0”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무시하며, 구문 분석을 종료하는 대신 제품 목록을
계속 구문 분석합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91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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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값에 등호가 누락된 상항을 건너뜁니다. 종료하는 대신 지금 계속 구문 분석합
니다.
화이트스페이스 문자를 모두 자르지 않고 공백만 자릅니다.
공백 앞에 백슬래시가 있는 경우 더 이상 공백을 자르지 않습니다.
분류가 머천다이징 eVar용인 경우 분류를 세그먼트 기준으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문제
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분류가 null이 아닌 경우 등의 세그먼트 기준이 머천다이징 eVar에서 작
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류가 특정 방문 보고 차원용인 경우(시작 페이지, 종료 페이지 등) 분류를 세그먼트 기준으
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세그먼트에 여러 세그먼트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당 컨
테이너는 OR 조건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ReportBuilder 4.3 유지 관리 릴리스 - 2012년 9월 15일에 업데이트
됨
ReportBuilder 4.3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9월 15일)에는 다음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급 배달 옵션에서 예약된 보고서 배달에 대해 분 값을 지정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요청 관리자에서 날짜 범위 사전 설정이 오늘 값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고 API에서 SiteCatalyst 15 인터페이스와 일치하도록 목록 변수 1 - 5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
습니다.
배달된 보고서의 워크북을 열 때 발생하는 공식 계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portBuilder 도움말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SiteCatalyst 15.4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5.4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9월 13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 사항:
필터를 적용한 단계 보고서를 대시보드에 표시할 때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날짜 범위를 수정한 후에만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Internet Explorer 8에서 압축된 Excel 보고서 다운로드 파일이 손상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
다.
글로벌 계산된 지표를 모바일 보고서에서 선택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부 계산된 지표를 보고서에서 선택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iteCatalyst는 이제
지표 선택기를 로드할 때 계산된 지표를 모두 평가하며, 사용자가 보고서에 유효한, 계산된
지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는 세그먼트가 정의된 보고서를 표시할 때(예: 공유되지 않은 세그
먼트가 있는 보고서로 연결되는 공유 책갈피), 이제 UI에 빈 세그먼트 이름이 아닌 "알 수 없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91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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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그먼트"가 표시됩니다.
Clickmap 보고서의 페이지 필터가 페이지 선택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레퍼러 보고서에서 입력/책갈피 표시 레퍼러가 "지정 안 함"으로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
니다. 이제 이 보고서에는 SiteCatalyst 14와 유사한 입력/책갈피 표시 외의 레퍼러만 포함됩
니다.
트렌드 보기로 전환한 후에 페이지에서 보낸 시간 보고서에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9월 13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 사항:
DataExtracts 및 ExcelClient에서 트래픽 및 상거래 지표를 별도 열에 추가하는 것을 방해하던
내부 확인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DataExtracts가 검색 키워드 - 모든 보고서에서 인스턴스가 5개를 초과하는 라인 항목만 반환
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AppMeasurement 및 Mobile
JavaScript AppMeasurement
H.25.1
다음 문자에 대해 URL 인코딩을 강제로 적용했습니다.
~
!
*
(
)
'

그러면 ClickMap s_sq 쿠키에 이스케이프 처리되지 않은 문자가 저장되는 문제가 해결됩니
다.
미디어 닫기 이벤트를 추적하는 사용자 지정 media.monitor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 비디오
완료 이벤트가 전송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If(media.event==”CLOSE”) {
…
}

Flash-Flex AppMeasurement
버전 3.5는 업그레이드 전 코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 변수 바인딩의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Flash-Flex AppMeasurement 릴리스 내역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플랫폼에 대한 AppMeasurement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91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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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플랫폼에서의 AppMeasurement 릴리스 내역은 다음 AppMeasurement 릴리스 내역을 참조하
십시오.
JavaScript
iOS
Android
Flash-Flex
Windows Phone, XBOX, Silverlight 및 .NET
BlackBerry
Java
PHP
Symbian

Discover 3.0 유지 관리 릴리스
Discover 3.0 유지 관리 릴리스(2012/09/13)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list var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휴지통 아이콘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에서 사용자 지정 날짜 범위가 삭제된 후에도 선택된 날
짜 범위가 달력에 선택된 상태로 남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Social 1.0 유지 관리 릴리스
Social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9월 13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D 연산자를 사용하면 Social에서 멀티바이트 용어를 수집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
니다.
캠페인 보고서 하위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소한 현지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키워드 관리자에 액세스할 때 PHP 경고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최신 Social 설명서는 Social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클릭 스트림 데이터 피드
이번 유지 관리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는 클릭 스트림 데이터 피드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Web Services
Web Services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9월 13일)는 여러 가지 내부 수정 사항 및 다음 개선 사항을
포함합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91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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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API에 소셜 및 비디오 상거래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Web Service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developer.omniture.com을 방문하십시오.

AudienceResearch 2.6
AudienceResearch 2.6 릴리스(2012년 9월 13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게시자는 이제 DPS가 아닌 도구로 작성된 사용자 지정 디지털 잡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시자가 디지털 잡지 권차의 판매 날짜를 설정할 때 대상자 누적 기간이 끝나는 날짜
가 표시됩니다.
이제 광고주가 상세 보고서 수준에서 두 속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dienceResearch를 참조하십시오.

AudienceManager 유지 관리 릴리스
이 릴리스에는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
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9월 13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대시보드에 개별 reportlet을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캠페인이 포함되지 않은 계정의 관리에 비용 데이터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직 SearchCenter로 가져오지 않은 캠페인에 대해서도 Product Listing Ad(PLA) 데이터가 "없
음"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캠페인을 동기화한 후에도 사전 클릭 데이터가 "없음"으로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벤토리 관리가 실패로 변경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rchCenter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Test&Target
이번 유지 관리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는 Test&Target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
이 Genesis 3 유지 관리 릴리스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91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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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엔드의 API 통신이 향상되었습니다.
파트너 API에서 요청(SOAP), 확인(SOAP) 및 가져오기(REST) 분류에 대한 API 호출을 만들었
습니다.
Searchmetrics 통합 지원 국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친숙한 표시 이름이 제공되도록 변수 추가 팝업 텍스트를 수정했습니다.
Nagios 경고가 DFA 통합에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enesis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Insight 5.5
최신 Insight 릴리스 노트 및 설명서는 Insight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earch&Promote 8.9.2
수정 사항 및 개선 사항
이제 비즈니스 규칙이 라이브로 푸시될 때 자동으로 배너를 라이브로 푸시할 수 있습니다.
상위 중첩 측면에서 검색 수가 부정확하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편집 후에 스테이징 또는 라이브에서 비즈니스 규칙이 작동을 멈추고 라이브로 푸시된 후 전
체 라이브 색인을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규칙 트리거를 결합하여 규칙 수를 줄였습니다.
비즈니스 규칙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편집된 비즈니스 규칙이 라이브로 푸시된 후 약 10초 동안 깨져 있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이브 색인 작업 중에 비즈니스 규칙을 라이브로 푸시할 경우, 색인 작업이 완료된 후 편집
된 비즈니스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등급 지정 필드 값을 사전 검색 규칙 편집 페이지에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색 규칙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최신 Search&Promote 문서는 Search&Promote 문서 홈을 참조하십시오.

Survey 3.2 유지 관리 릴리스
이 Survey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9월 13일)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문 조사 복사: 이제 한 보고서 세트에서 다른 보고서 세트로 설문 조사를 복사할 수 있습니
다.
감정 분석: 이제 설문 조사에서 자유 텍스트 응답에 대한 감정 분석을 수행합니다(단락 또는
단일 행 텍스트).
새로운 설문 조사 시작 유형: 이제 페이지 로드 수에 관계 없이 지정된 시간에 대한 페이지 조
건이 충족되면 설문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91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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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9월 13일)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SPSS 보고서용 원시 내보내기를 이메일로 보내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최신 Survey 설명서는 설문 조사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commendations 2.10
최신 Recommendations 문서는 Recommendations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Scene7
최신 Scene7 릴리스 정보는 Scene7 Publishing System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Publish
최신 Publish 릴리스 정보는 Publish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 페이지의 컨텐츠는 매월 릴리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하십시오.
Copyright © 2018 Adobe System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Use of this document signifies your agreement to the Terms of Use and Online Privacy Policy.
Adobe Systems Incorporated products and services are licensed under the following Netratings patents:
5,675,510, 5,796,952, 6,115,680, 6,108,637, 6,138,155, 6,643,696, and 6,763,386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0913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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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Cloud 릴리스 노트
Marketing Cloud™의 최신 릴리스 및 유지 관리 릴리스(MR)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2년 10월 18일
Marketing Cloud에 대한 분석 참조 도움말
SiteCatalyst 15.4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AppMeasurement 및 모바일
Discover 3.1
Social 2.1
DataWarehouse
Clickstream Data Feeds
ReportBuilder 4.3 유지 관리 릴리스
Web Services
AudienceResearch 2.7
AudienceManager 3.6 유지 관리 릴리스
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
Test&Target
Genesis 3.1
Insight 5.5
Search&Promote 8.9.2
Survey 3.4
Recommendations 2.10
Scene7
Publish

Marketing Cloud에 대한 분석 참조 도움말
Marketing Cloud의 분석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컨텐트 리소스인 분석 참조를 발행했습니다. 주
제 포함사항:
관리 콘솔 도움말
데이터 수집 및 변수
보고서 설명
지표 설명
플러그인
조건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1018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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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조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는 기본 리소스가 되므로 정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자주 방문하여 피
드백을 보내십시오.

SiteCatalyst 15.4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5.4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10월 18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능

설명

SiteCatalyst의 현재
데이터 보고서

이제 SiteCatalyst는 지연 시간이 단축된 최신 보고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현재 데이터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전환 데이터는 20분 내에 표시되는 반
면, 트래픽 데이터는 1분 내에 현재 데이터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현재 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보고서 세트의
대/소문자를 구분
하지 않는 트래픽
변수

이제 기존 보고서 세트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도록 트래픽 변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동일한 용어에 대해 대/소문자가 혼
합된 변형 형태를 한 줄 항목으로 보고할 수 있고 기수가 줄어듭니다. 이
변경 내용은 SiteCatalyst, Discover 및 DataWarehouse의 데이터에 적용됩
니다.
각 보고서 세트에서 모든 트래픽 변수 또는 특정 변수에서만 대/소문자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ClientCare를 통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SAINT에 미치는 영향
SAINT를 사용하여 이전에 대/소문자를 혼합해서 사용했던 보고서 세트
데이터를 분류하는 경우 이번에는 트래픽 변수에 대해 대/소문자를 무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트래픽 변수에 대해 대/소문자를 무시하면 대/
소문자를 구분하는 내역 데이터에 대해 분류를 편집하지 못할 수 있습니
다. 내역 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분류를 편집하는 기능은 향후 릴리스용으
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DataWarehouse에 미치는 영향
이전에 DataWarehouse는 페이지, 채널, 서버, 사용자 지정 링크, 다운로드
링크 및 종료 링크에서 대/소문자를 무시했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이
후, 대/소문자를 무시하도록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DataWarehouse 트래픽 변수는 SiteCatalyst와 일치하도록 대/소문자를 구
분합니다. 이는 2012년 10월 18일 이후 DataWarehouse 보고서에 표시되
는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래픽 변수에 대해 대/소문자를 무시하도록 구성하면 DataWarehouse
보고서의 모든 날짜 범위에 대해 대/소문자가 무시됩니다. 예를 들어, 10
월의 트래픽 변수에 대해 대/소문자 무시 기능을 활성화하면 9월에 대해
서도 DataWarehouse 보고서가 생성되며 이 보고서에 대한 대/소문자는
무시됩니다.

수정 사항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1018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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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CSV 보고서가 ISO 8601 호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관리 > 회사 > 기본 설정에서 CSV 보
고서를 이전 형식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CSV 형식 이전 페이지 및 다음 페이지 보고서가 잘못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시보드를 다운로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이제 대시보드를 이메일로 전송하도
록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제 계층을 지정하는 데 다중 문자 구분 기호가 지원됩니다(예: "||").
iPod Touch가 장치 유형 보고서에서 미디어 플레이어 장치로 분류됩니다.
페이지 관리 옵션은 SiteCatalyst 15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설정은 관리 콘솔의 개별 보고
서 세트 설정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브라우저 너비를 분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iteCatalyst 15 업그레이드 날짜에 걸쳐 트렌드 보고서의 주별 세부기간 합계가 잘못 계산되
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ClickMap: 페이지에 제거된 링크에 대한 클릭 데이터가 포함되었을 때 "일부 링크를 찾을 수
없음"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
SiteCatalyst 14.9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10월 18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수정 사항
대시보드를 다운로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이제 대시보드를 이메일로 전송하도
록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AppMeasurement 및 모바일
JavaScript를 제외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AppMeasurement 라이브러리는 현재 개발자 연결에 호스
팅되어 있습니다. 최신 JavaScript AppMeasurement 라이브러리 및 저장된 코드 아카이브는 관리 >
코드 관리자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JavaScript AppMeasurement
H25.2
JavaScript 버전 보고서에서 추가 버전 번호 보고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 이
버전은 2자(예: 1.8)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3자 버전 번호(예: 1.8.5)에 지원이 추가되었습니
다.
종속 코드 블록의 반복된 값을 전송하지 못하게 하는 태그 관리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타 플랫폼에 대한 AppMeasurement
아래 플랫폼에서의 AppMeasurement 릴리스 내역은 AppMeasurement 릴리스 내역을 참조하십시
오.
JavaScript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1018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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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Android
Flash-Flex
Windows Phone, XBOX, Silverlight 및 .NET
BlackBerry
Java
PHP
Symbian

Discover 3.1
Discover 3.1은 보다 유연한 교차 방문 분석과 보고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여 파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 릴리스에는 다음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기능

설명

계산된 지표 및 비교 개선 사항

Discover 3.1에는 세그먼트 비교 및 계산된 지표 개선 기능
이 도입되었습니다. 세그먼트와 지표를 결합하여 자신만의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를 수행하는 데 두 가지 방법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테이블의 열 비교
1. 열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계산된 지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결과 열을 편집합니다.
3. 새로 계산된 지표로 저장합니다.
계산된 지표 비교 만들기
1. 지표 도구 창에서 추가 작업을 클릭합니다.
2. 계산된 지표 빌더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의 Discover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
십시오.

열 너비(픽셀)

하나 이상의 열에 대해 너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열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열
너비를 클릭합니다.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정이 활성화되면 이 옵션은 비활성화
됩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1018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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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도구 창 탭

이제 도구 창에 탭 기능이 통합되어 도구 창을 열고 닫고 정
렬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더 많은 공간을 만
들 수 있습니다.
Discover에서는 도구 창을 통해 탐색할 때 탭을 만듭니다.
또한 도구 창 내에서 탭을 드래그하여 새 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Discover를 종료하면 마지막 도구 창 보기가 저장
됩니다.

예약된 보고서

향상된 Excel 문자 및 숫자 서식, 데이터 시각화 및 멀티바이
트 문자 지원으로 보고서를 원활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창 메뉴

도구 창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는 창 메뉴가 Discover 3.1에
추가되었습니다.
창 > 기본 보기를 선택하면 도구 창이 기본 보기로 재설정
됩니다.

수정 사항
이제 Discover는 .xls 형식이 아닌 .xlsx로 내보냅니다. 이 개선 사항은 Excel에서 예약된 보고
서를 저장 및 편집하고 국제 문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열을 화면에 맞게 조정 설정을 적용한 후 Discover가 종료 시 열 너비를 저장하지 못하는 문
제를 해결했습니다.
세그먼트 필터 빌더에서 매출 기반 수치의 연산자가 잘못되는 오류를 해결했습니다.
예약된 보고서가 잘못된 주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전송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폴아웃 보고서에 프로젝트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메일로 전송된 폴아웃 보고서에 잘린 그래픽이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중복된 체크포인트 이름이 존재할 경우 폴아웃 보고서에 삽입된 체크포인트가 잘못된 곳에
삽입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적 릴리스 노트를 보려면 릴리스 노트 - Discover를 참조하십시오.

Social 2.1
Social 2.1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 및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기능

설명

Twitter 중재

Adobe Social은 하나의 편리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Twitter 계정에서 트윗, 답글 및 리트윗을 가져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1018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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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인라인 링크 축약

Facebook, Google+ 및 Twitter 게시물에 인라인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
면 텍스트 상자 아래에 추적 단추가 표시됩니다. 추적 단추를 클릭하
여 자동으로 링크를 축약하고 링크 추적을 활성화합니다.

게시물의 텍스트 방향
변경

Facebook, Google+ 및 Twitter 게시물에서 텍스트 방향 아이콘을 클릭
하여 텍스트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왼쪽오른쪽 텍스트와 오른쪽-왼쪽 텍스트 간에 전환됩니다.

새로운 기본 요소

소셜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본 요소를 제공합니다.
색상 견본: 전체 응용 프로그램 화면 또는 화면 일부에 대한 배경색을
설정하려면 색상 견본 요소를 추가합니다.
캐러셀 구성 요소: 이미지 또는 YouTube 링크의 혼합을 표시하는 캐
러셀을 포함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화면에 요소를 추가합니다.
캐러셀이 선택된 항목 보기: 캐러셀에서 선택된 이미지 또는 YouTube
동영상에 대한 큰 버전을 표시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화면에 요소를
추가합니다.

새 콘테스트 요소

응용 프로그램 빌더는 여러 가지의 새 콘테스트 요소를 제공합니다.

콘테스트 투표 제한

각 사용자가 콘테스트에 제출할 수 있는 투표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
다.

응용 프로그램 Like
Node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Like 노드를 정의합니다.

Social 2.1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 및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구성
사용자가 소셜 보고를 구성하면 분류가 삭제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경고 메시지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제 사용자가 용어에서 eVar을 변경할 때에만 표시됩니다.
보고
소셜 개요 대시보드의 경쟁사 목록은 기본 경쟁사, 선호도 카운트,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관리 사용자가 아닌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는 보고서 세트 선택기에서 보고서 세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기존 캠페인이 소셜 개요 대시보드의 캠페인 리본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다운로드된 CSV 보고서(일부 비어 있는 축어, -1 또는 1로 나열된 잠재적인 대상자, 99행만
다운로드됨)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1018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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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추적을 제외한 모든 캠페인 데이터가 Social의 보고서에서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했습니
다.
콘테스트 요소
항목 설명 요소에서 5개의 단어만 허용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항목 설명 요소가 크기 제한을 시행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체 설명이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스크롤 막대가 표시됩니다.
항목 목록이 투표순으로 정렬될 때 항목 검색 기능으로 올바르게 검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
결했습니다.
선호도 통계가 콘테스트 요소에서 추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항목 목록 페이지 지정이 네 번째 프레임 이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콘테스트 항목이 항목 목록에 한 번 이상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항목 목록이 모든 항목을 표시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투표순으로 정렬하고 우승자순으로 필터링할 때 항목 목록이 올바르게 기능하지 않는 문제
를 해결했습니다.
콘테스트 관리자가 하나 이상의 연계된 콘테스트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사용자가 갤러리를 본 다음 나갔다가 갤러리로 돌아왔을 때 여러 번의 투표가 제출되는 문제
를 해결했습니다.
양식 요소
이제 이메일 요소에 대한 오류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백을 입력하여 필수 필드를 생략할 수 없도록 양식 필드를 개선했습니다.
기본 요소
양식 컨트롤이 Sweepstakes 규칙 링크 요소와 함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
니다.
최신 Social 설명서는 Social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DataWarehouse
DataWarehouse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10월 18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SiteCatalyst에 보다 가깝게 일치하도록 DataWarehouse의 브라우저 유형 보고를 개선했습니
다. 일반적이지 않은 브라우저는 ‘기타’로 보고되며 브라우저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는 빈 스
트링(null)으로 보고됩니다.
대/소문자 구분과 트래픽 변수와 관련하여 DataWarehouse 및 SiteCatalyst 간의 불일치를 수
정했습니다. 트래픽 변수가 대/소문자를 무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SiteCatalyst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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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릴리스 참조), DataWarehouse는 이제 페이지, 채널, 서버, 사용자 지정 링크, 다운로
드 링크, 종료 링크와 같은 변수를 대/소문자 구분으로 처리합니다.
누적 릴리스 노트를 보려면 DataWarehouse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Clickstream Data Feeds
이번 유지 관리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는 Clickstream Data Feeds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ReportBuilder 4.3 유지 관리 릴리스
ReportBuilder 4.3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10월 18일)에는 다음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움말 형식을 설치된 도움말에 제공된 HTML에서 표준 브라우저 형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 내용을 통해 Adobe는 필요에 따라 릴리스 간에 도움말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
니다.
사용자 지정 링크 보고서에 시간별 세부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클릭스루 지표 레이블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외부 캠페인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누적 릴리스 노트를 보려면 ReportBuilder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Web Services
Web Services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10월 18일)는 몇 가지 내부 수정 사항 및 다음 개선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제 기사 및 포럼 게시물의 댓글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추가됨 새 Genesis 3.1 API.
오류가 있는 보고서가 큐에 배치되지 못하도록 보고서 요청을 사전에 확인할 보고서 큐 방법
에 대한 유효성 확인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cPage 요소 및 cVisits, cVisitors, cEntries, cExits 지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방문 횟수,
방문자 수, 시작 횟수 및 종료 횟수에 대한 보고서를 각각 업데이트합니다.
추가됨 Survey.GetSurveyDe nition 설문 조사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색하기 위한 API입니다.
Web Services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developer.omniture.com에서 확인하십시오.

AudienceResearch 2.7
AudienceResearch 2.7 릴리스(2012년 10월 18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컨텐트 유형별 속성을 범주화합니다.
디지털 출판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용 데이터를 다시 채웁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1018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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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내부 및 외부 보고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문제에 대한 내부 및 외부 보고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잡지에 대한 판매 날짜 사전 채우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dienceResearch를 참조하십시오.

AudienceManager 3.6 유지 관리 릴리스
AudienceManager 3.6 유지 관리 릴리스(12년 10월 18일)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 모델링: 이 새로운 기능은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유한 새 대상을 발견하
고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udienceManager 사용 안내서의 모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
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2012년 10월 18일)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수정 사항 및 개선 사항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세트에 반영된 데이터는 현재 불완전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데이터가 관리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데이터 정렬 시 고급 필터 설정 외의 결과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급 필터가 예상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책갈피의 롤링 날짜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reportlet을 표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벤트 내역 보고서가 모든 해당 데이터를 표시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반 대 유료 키워드 보고서에 부정확한 항목 수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데이터가 "없음"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계정 수준 및 캠페인 수준의 보고 간에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벌크 가져오기/내보내기 프로세스에서 엔진 이름을 캠페인 이름 앞에 추가하는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여러 광고 그룹을 내보내고 보고를 위해 결합할 경우 지표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이 숫자는 각 광고 그룹을 개별적으로 내보내서 얻는 숫자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키워드 사용자 지정 그룹 할당이 관리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용자가 랜딩 페이지 테스트를 제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동화된 캠페인 생성 기능에서 사용자가 후속 FTP 파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중복 컨텐
트 무시 옵션을 무시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입찰 규칙이 평가 및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중복 텍스트 광고가 관리에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1018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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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Center 유지 관리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이 계정별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Bing
SearchCenter가 Bing 호스트와 연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Yahoo Japan
자동화된 캠페인 생성 기능이 Yahoo Japan에서 올바르게 기능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
다.
Yahoo Japan 계정에 대한 데이터 검색에 실패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rchCenter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Test&Target
이 Test&Target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기능

설명

재사용 가능한 세그먼트

세그먼트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
하는 방문자에 캠페인을 타게팅할 수 있습니
다. 세그먼트는 타게팅이 가능한 곳에서
Test&Target에 사용됩니다. 캠페인을 타게팅할
때 세그먼트 목록에서 재사용 가능한 세그먼
트를 선택하거나 캠페인별 세그먼트를 만들어
타게팅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날짜 선택

캠페인 날짜 범위 선택이 새로운 날짜 선택 인
터페이스를 통해 향상되었습니다.

보고에 대한 기본 호스트 그룹

원하는 호스트 그룹을 보고에 대한 기본값으
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API를 제공하는 새 HTML

새 API를 통해 HTML 제공사항을 생성하고 가
져오고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
발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향상된 GeoTargeting 인터페이스

사이트에서 GeoTargeting이 활성화되면 지리
적 타겟 선택 시 더 이상 CSV 파일에 의존할 필
요가 없습니다.

업데이트된 사용 가능한 소셜 타겟

사용 가능한 소셜 타겟은 현재 트렌드를 반영
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Pinterest이 타겟에 추가되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1018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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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는 Test&Target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Genesis 3.1
Genesis 3.1에는 다음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Dev Center에서 처리 규칙을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 처리 규칙을 생성 및 편집하려면 인증된 상태여야 합니다.
마법사에서 변수를 매핑할 때 이제 변수 이름을 매핑된(친숙한)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변수
이름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작업 > SiteCatalyst의 레이아웃 편집을 클릭할 경우 세션이 종료되어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Dev Center에서 신제품을 추가할 때 메뉴 이름을 지정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Dev Center에서 신제품 편집 시 보고서 탭의 샌드박스로 이동을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품 통합의 지원 티켓 만들기 페이지에 이메일 확인을 추가했습니다.
2단계가 Atlas DMT 통합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적 릴리스를 보려면Genesis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Insight 5.5
최신 Insight 릴리스 노트 및 설명서는 Insight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earch&Promote 8.9.2
이번 릴리스의 8.9.2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Search&Promote 문서는 Search&Promote 문서 홈을 참조하십시오.

Survey 3.4
이 Survey 3.4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능

설명

질문 알림 기능 사용

설문 조사 질문 또는 응답에 대한 알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질문 및 답변을 선택하여 알림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조건
이 충족되면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거나 JavaScript 기능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Survey Definition API

Survey Defintion API를 통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특정 설문 조사
에 대한 정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marketing.adobe.com/resources/help/ko_KR/whatsnew/c_1018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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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3.4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 및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예약된 설문 조사 날짜가 변경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용자가 보류 중인 설문 조사에 대해 편집 활성화를 클릭하면 설문 조사가 일시 중지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vey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commendations 2.10
최신 Recommendations 문서는 Recommendations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Scene7
최신 Scene7 릴리스 정보는 Scene7 Publishing System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Publish
최신 Publish 릴리스 정보는 Publish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 페이지의 컨텐츠는 매월 릴리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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