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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트에 광고를 인쇄하는 지능형 토스터
Dear System, Leon Brown

광고 플랫폼 운영사

URL leon.work/dear-system.html

· 광고 콘텐츠를 상품의 구성 요소로 활용해 새로운 수익

영국 에든버러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에 재학 중인 레온 브라운은 5
월 11일, 졸업 프로젝트로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 광고를 인쇄하는 디
어 시스템의 콘셉트를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른 기

모델을 개발한다.
· 기존 비즈니스에 광고를 관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추가한다.

계들과 경쟁하는 모습을 통해 모든 사물이 연결된 복잡한 초연결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지만, 한편으로는 사용자를 배려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준다. 예를 들면, 광고주가 토
스터 제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빵 위에 광고를 인쇄하는 대신에 사용자는
토스터나 토스트에 필요한 빵이나 잼 등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또는 외국어학
원이나 출판사가 외국어 문장이나 짧은 명언을 제공하며 광고

광고 콘텐츠를 결합한 상품

광고 대행사

하는 것도 가능하다. 광고이기는 하지만 생활에 유용한 정보나

· 기존에 제공하던 제품의 기능이나 서비스와 조화롭게 어

· 광고를 제작해 수익을 얻는다.
· 광고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

울리는 광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구독하며 아침마

· 광고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강화해주

다 토스트를 즐긴다.

는다.

는 효과가 있다.

사용자
· 맞춤형 광고이므로 광고라기보다는 유용하고 재미있는 콘
텐츠로 인식한다.
·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 기존 서비스를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지역 광고주
·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광고를 제공한다.
· 사용자의 일상 생활 영역에 들어 가서 브랜드를 홍보한다.
· 지역 주민에 밀착된 타기팅 광고 채널로 이용한다.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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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METATREND?
TRENDS COMPASS

A successful strategy to preoccupy the upcoming market, demands both the ability to predict trends applicable for management, and more
importantly, the ability to analyze evolutions in markets promptly. METATREND serves as an information resource for executives by reducing the
uncertainty of the future at the moment when crucial business decisions need to be made.

THE ONE AND ONLY METATREND

As the only product-centric monthly trends report in the world, METATREND helps enterprises stay ahead of the crowd by quickly conveying the
latest product trends faster than anyone else.

EXCLUSIVE MEMBERSHIP

METATREND is a premium media resource for business decision makers and market opinion leaders. and Only yearly membership is available.
Join now to become an exclusive member of METATREND, to get the message of opportunity and in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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