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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과 광고의 차이는?
-

마케팅은 제품의 사이클 제품의 기획, 생산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

-

광고는 작은 부분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 맥월드에서 6월에 아이폰을 공개하겠다.
2007년 6월 29일, 스티브 잡스 아이폰 공개
강의내용
2008년 7월 10일, 앱스토어 런칭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력은 당연한 세상이 왔다.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 함
-

경쟁자이면서 동업자

-

디지털 마케팅 연구회: 마케팅, 광고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음

-

플랫폼전문가그룹

-

Smart city & blockchain

스마트폰에 의해 세상은 단절됐다.
-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는 세상

-

유튜브도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줌

ㅏㅏㅏ맛 우유의 성공요인들
-

Ex)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채워바나나 캠페인 “ㅏㅏㅏ 스토리”

-

기획자는 어떻게 “바이럴”에 참여하게 할 수 있었나를 생각해야 함

-

이 캠페인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공유와 참여 / 개인화된 경험
 브랜드가 젊어짐, 매출 증대



광고주 입장에서 (내가 브랜드라면?) 이 캠페인이 성공적이었을까? 브
랜드 입장에서는 상표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함

디지털마케팅전략
1.

고객분석 63%

2.

마케팅 접점의 고객경험기반 통합 50%

3.

미디어 및 캠페인 효과분석 43%
 동영상 및 브랜드 중심의 광고에 관한 관심이 높음
 동영상 브랜디드 콘텐츠-오디언스 타켓팅 광고

디지털마케팅 트렌드
-

데이터기반 마케팅 자동화

-

인공지능, 동영상마케팅, 블록체인, 개인화마케팅, 고객경험마케팅

-

네이버 검색 점유율 56% 하락 구글은34% 상승 유튜브는 네이버의
세배로 증가

Data Driven 기반 마케팅 자동화 (AI, machine learning …)
-

Performance 중심의 마케팅 최적화
(퍼포먼스 마케팅, 오디언스 타게팅, ROI)

-

고객 참여 확대를 위한 콘텐츠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

마케터 입장에서의 유튜브
-

효과적인 컨텐츠?

-

소통의 장인지, 비즈니스의 장인지

-

인플루언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마케팅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Marketing is a battle of perceptions, not products.” – Al Ries, Jack
Trout

 Marketing is a first love (positioning)에서 변화하고 있다.
-

“마케팅이란 적절한 상품, 서비스를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때, 장소,
가격에 적절한 커뮤니케이션과 프로모션들로 갖다 주어야 한다.” –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마케팅이란 개인화, 맞춤형이다.
 어떻게? 현대 시대는 디지털+소프트웨어로 풀어내는 것

데이터와 비즈니스모델
-

현대 매체 (페이스북, 구글, 우버, 에어비앤비, 네이버, 카톡, 배민, 직
방, 넷플릭스,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비즈니스 모델은?

-

특정한 분야의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
람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플랫폼 (O2O)

-

서비스라는 데이터 플랫폼의 힘

-

데이터, AI가 사용자, 고객의 데이터 (일상 = 공간, 시간, 접점)를 디지
털에서 모아 기업에 전달해주는 것



DSP, SSP 등은 이를 분해해놓은 것.

 DMP (Data Management Platform)

전세계 인구와 모바일
-

현재 지구의 인구는 약 70억명, 모바일 사용자는 50억명 가까이 됨.

-

2019년 기점, TV 시청자가 모바일 시청자보다 낮아지는 수준을 보임.

-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이는 이미 시작되고 있고, 데이터의 양은 매출의
크기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데이터는 인당 매출로써 전환이 가능함.
왜? 데이터를 통해서 타겟팅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임.
Ex) 유튜브 프리미엄, 페이스북 광고 제거를 한다면?

페이스북과 개인정보 유출
-

Facebook의 주가, 작년 8월에 엄청난 loss가 있었음.

 왜? Facebook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로 인한 안전성에 의구심

브랜드와 플랫폼
-

플랫폼의 힘이 강해지면 브랜드 파워가 약해짐

-

브랜드인지 매출 증대인지 선택해야 함

-

Tadashi Yanai (CEO of Uniqlo)
미국에 입점하면서 아마존에 입점하지 않겠다고 선언. 왜?
아마존의 본질은? 가격 경쟁력. (Basic vs. Premiere)
이 case에서 알 수 있는 점은 Platform의 힘과 Brand의 힘은 반비례.

디지털 마케팅의 위기
-

디지털 마케팅에 더 이상 힘을 쏟지 않겠다고 선언한 P&G, Unilever
폭력적인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자사의 광고 때문이었다.
Brand Safety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

코차바에 따르면 95%는 가짜 클릭

-

그에 따라 애드블락이 증가

-

가짜 뉴스 또한 문제가 된다. (원본 vs. 왜곡된 원본)

-

디지털은 독점화를 가속 (Platform의 힘에 의해서)

데이터 생태계는 성장하고,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지속성을 띠지만 신뢰
성, 독점화 등의 문제가 동시에 생기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디지털적인 해결책
-

개인정보의 거버넌스 (통제)

-

투명성

-

신뢰성

-

이에 기여한 사람들의 가치가 공유되었으면
 이는 블록체인 비전

블록체인이란?
-

Technology. 마케터가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볼 것인가?

-

블록 (block) x 체인 (chain)

-

암호 기술과 Data를 품고 있는 block 하나를 가상

-

Hash technology = 데이터가 블록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 누구도 데
이터가 다른 사람의, 다른 기계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것

블록체인에서의 질문
데이터 블록을 구성하는 크기와 빈도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

-

어떻게 관리하는지

-

신뢰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블록체인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

은행의 모기지 > 금융 위기 > 금융계 보상 > 불신

-

당시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 발표,
이는 처음에 전자화폐로 발행됨

-

Electronic cash system 상에서는 기존의 “Third Party”를 없애고,
public-to-public으로 공유를 하자는 것. 이것이 이 논문의 핵심. (탈중
앙화)

 제 3자의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

토큰 이코노미의 필요
-

블록생성 및 연결 (전기-메모리-CPU-저장소 등의 에너지 이용)

채굴하면 토큰이라는 보상을 준다.


-

퍼블릭 블록체인 vs. 프라이빗 블록체인

Papyrus White Paper에 의하면,
-

마케팅의 신뢰구간은 소비자들과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음.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회사
BAT (basic attention token)
-

Braver browser + BAT = New Deal

XCHNG
-

초당 18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놓고있음

AIRBLOC
-

개인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

사용자-클라이언트 간의 거래를 용이하게 만듦

-

인플루언서와 블록체인의 결합

-

k문화 컨텐츠로 한류문화 팬들간 컨텐츠 공유시 코인을 줌

SIX

KSC

아마존 고
-

데이터 혁명

-

비전

-

접점

블록체인과 마케팅
-

가상화폐의 가치는 시장에서 이 기술과 Marketing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에 대한 기준점이다.
-

4차산업혁명 = 데이터 혁명

디지털 마케팅의 미래
그렇다면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

개인 일상의 디지털화는 끝남 이미 완성되어있음.
2018년 기준, 모바일 환경 이용 시간은 6시간 49분이라는 통계

 디지털화된 개인이 살고 있는 공간과 사물에게 관심을 가지자.
CT. ex) 버스정류장+공기청정기, 버스+퀵보드+지하철의 환승 등
 이를 해결할 방법은? 공간의 디지털화.

미래의 먹거리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는 정부의 미래 수출 전략

-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AI 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Ex) 세종시범도시 진행중, 부산 EDC

-

마케팅은 도시마다 직면한 문제가 다르고 기획과 필요한 우선순위가
다르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솔루션은 공통분모이니 도전해볼 가치
가 있음

 도시에 접목해서 개인화된 디지털과 마케팅을 접목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도시에 거주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이트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