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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트에 광고를 인쇄하는 지능형 토스터
Dear System, Leon Brown
URL leon.work/dear-syste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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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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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가능하다. 광고이기는 하지만 생활에 유용한 정보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구독하며 아침마

다 토스트를 즐긴다.

·

·

·

·

·

·

·

·

·

·

·

광고 콘텐츠를 상품의 구성 요소로 활용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한다.

기존 비즈니스에 광고를 관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추가한다.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광고를 제공한다.

사용자의 일상 생활 영역에 들어 가서 브랜드를 홍보한다.

지역 주민에 밀착된 타기팅 광고 채널로 이용한다.

맞춤형 광고이므로 광고라기보다는 유용하고 재미있는 콘

텐츠로 인식한다.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 기존 서비스를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제공하던 제품의 기능이나 서비스와 조화롭게 어

울리는 광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광고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강화해주

는 효과가 있다.

광고를 제작해 수익을 얻는다.

광고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

는다.

광고 플랫폼 운영사

지역 광고주사용자

광고 콘텐츠를 결합한 상품 광고 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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