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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를 만들면?
1. 네트워킹과
2. 정보를 얻고
3. 그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다
- 2008년 7월 10일 앱스토어가 나오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 등장
- 스마트폰에 의해 세상은 단절  바보는 점점 더 바보가 된다
이런 시대를 바꿔야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다
평소에 보지 않는 컨텐츠와 영상을 시청하여 인공지능에 놀아나지 말아라
누군가 나에게 틀에 갇힌 세상을 바랄 땐? 미치지 않고서야 책 추천

강의내용

- 마케팅 예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ㅏㅏㅏ맛 우유’ 마케팅
젊은 감성으로 바꿔달라라는 캠페인 목적
성공으로 이끈 요소들: 브랜드를 내어주고 고객의 마음과 상황을 얻음
공유와 참여, 개인화된 경험  브랜드 젊어짐, 매출 증대
- 디지털 마케팅 전략
디지털: 사람이 하는 일을 소프트웨어가 하도록 하는 것
고객들이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물까? 등의 사용자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
요 (고객분석 > 마케팅접점의 고객경험기반 통합 > 미디어 및 캠페인 효과
분석), 매체란? 고객이 시간을 보내는 곳
- 2019 디지털 광고 트렌드: 영상광고, 컨텐츠는 영상포맷이여야 한다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 마케팅은 변하고 있다
마케팅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상이여야 한다 (오프라인)  적절한 서비스,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적절한 가격, 적절한 커뮤니케이션과 프로모션 등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화
- 서비스라는 데이터 플랫폼의 힘
사용자와 고객은 매체를 통하여 데이터와 AI를 통하여 기업에게 제공  데
이터 생태계
<문제점> AD Blocker 설치, 가짜뉴스, 디지털 독점화 가속화,
데이터 생태계는 성장, 데이터 가치, 지속성에 대비하여 플랫폼 과점화, 기여
자의 소외, 신뢰의 추락의 문제점 발생
<해결책> 디지털적인 해결책  개인정보 거버넌스, 투명성, 신뢰성, 기여 가
치의 공유  블록체인 비전
- 블록체인
블록(데이터를 담고있는 블록 / 담아야 할 데이터, 이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
았다는 암호, 내 앞에 블록이 어떤 것인지 포인트업, 이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
는 것 / 크기, 빈도, 어려움) X 체인(블록을 연결하여 인터넷에 저장, 소프트웨
어적인 컨셉,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담고 있음 / 합의(알고리즘), 보상, 운영)
+ 중개자 없는 시스템: 제 3의 신뢰기간,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 확보
트론 이코노미의 필요
블록생성 및 연결
컴퓨터 / 전기, 메모리, CPU >, 저장소, 채굴 및 보상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기록, 이후에 변조되지 않았다  신뢰
P2P 직접거래, 중간자 개입의 최소화  거버넌스

스마트 컨트랙트, 조건이 충족되면 실행  자동
- Z세대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 주도
모바일 활용한 공유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