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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이 기존 광고 시장의 강자였던 Google의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으로 출범한 Amazon은 자사 사이트에서 검색 광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TV, 동영상 광고도 확대하고 있다. Amazon은 광고 및 광고 기술업체와의 제휴·인수,
광고 기반 OTT 서비스 출시 등 다양한 광고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 고공 성장 중인 Amazon의 광고 매출
미국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Amazon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2월, 시장조사기관인
eMarketer가 발표한 ‘미국 온라인 광고 판매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Amazon은 2018년에
6.8%에서 2%p 증가하여 2019년에 8.8%를 기록했다. 반면, 온라인 광고 시장의 양대 산맥인
Facebook과 Google의 2019년 합산 점유율은 2018년 60%에서 0.7%p 감소해 59.3%를
기록했다. eMarketer는 이들의 합산 점유율이 2020년에는 55.9%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Amazon이 년 초 반짝 상승세를 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Amazon의
광고 매출은 지난 몇 년간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투자전문매체인 Investopedia의 보도에 따르면, Amazon의 광고 매출1은 2017년 47억에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01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방송사인 CNBC의 보도에
따르면, Amazon은 2019년 1분기에만 27억 달러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그림 1

미국 온라인 광고 매출 점유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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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Marketer

Amazon의 광고 매출이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가운데, Amazon이 구사하는 광고 비즈니스
전략이 주목된다. Amazon은 2018년 9월에 자사의 광고·마케팅 사업 부문인 ‘Amazon Media
Group’, ‘Amazon Marketing Services’, ‘Amazon Advertising Platform’을 ‘Amazon
Advertising’으로 단일 통합했다. 광고·마케팅 사업 부문이 흩어져있어 광고주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현재 Amazon은 Amazon Advertising을 주축으로 다양한 광고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본고는 해당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Amazon의 전략을 (1) 기존 광고업체와의 M&A 및 제휴 (2) 신규 광고 플랫폼 출시
(3) 검색 광고 서비스 제공으로 나누어 각 전략의 특징과 사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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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 및 광고 기술업체와의 제휴
Amazon은 광고(기술)업체를 인수하거나 제휴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19년 5월, Amazon은 광고기술업체인 Sizmek의 부분 인수를 발표했다. 2019년 3월에
Sizmek이 경영 악화로 파산 신청을 한 지 약 2개월 만에 Amazon은 Sizmek의 사업 부문 중
Ad Server와 Dynamic Creative Optimization(DCO)을 인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Ad
Server는 광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어하는 툴이며, DCO는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광고를
지원하는 툴로, 당분간은 Amazon Advertising과는 별개로 운영될 예정이다. Amazon은 자사의
광고 사업 부문인 Amazon Advertising과 Sizmek의 고객이 상당수 일치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광고 전문 매체인 Ad Exchanger는 Amazon이 심층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현지 언론은 Amazon의 해당 인수를 온라인 광고 사업 확장과 동시에 Google
견제의 행보로 분석했다.

올 7월, Amazon은 자사의 Amazon Fire TV(이하 Fire TV)에 외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광고
기술 업체인 Dataxu, The Trade Desk와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Amazon은 해당 제휴를 통해
PMP(Private Marketplace)1 광고 판매를 시행한다. 즉, Fire TV의 배급사는 이제 Dataxu와
The Trade Desk를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무작위로 광고를 게시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사 채널에 걸맞은 광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mazon이 TV 광고
시장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The Trade Desk와 Daxatu는 광고 접근 범위 극대화, 광고 인벤토리 품질 향상, 매출의 투명화
등 Fire TV의 광고 거래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Amazon은
The Trade Desk, Dataxu와 자사의 고객 쇼핑 데이터 등은 공유하지는 않겠다고 발표했다.
Amazon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고객과 그 데이터가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1) 소수 광고주를 대상으로 경매 형태로 광고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3. 광고 기반 OTT, IMDb TV
Amazon은 2019년 1월에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IMDb TV2를 출시했다. IMDb
TV는 IMDb3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AVOD로, 구독권 구매 없이 영화나 TV VOD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IMDb TV는 Sony Pictures Entertainment, Columbia Pictures, A+E
Networks, Warner Bros. Television 등과 라이선싱 계약을 맺고, 130여 편의 영화, 29편의 TV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2019년 2월 기준). 현재는 미국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며 IMDb 사이트와
Amazon Prime Video, Amazon Fire TV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mazon이 또 하나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한 데에는
광고 사업 확장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접점을 늘려
급성장하는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IMDb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으로 IMDb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용자 수는 990만 명이 넘는다. 시장조사기관인
Business Insider의 발표에 따르면, PC와 모바일로 IMDb를 방문하는 이용자의 수는 미국에서만
7,820만 명에 달한다(2018년 11월 기준).

IMDb TV는 몇 가지 측면에서 광고 경쟁력을 지닌다. 첫째로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900만 명을 상회하는 IMDb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둘째로 IMDb TV는 Fire TV에서도 이용이
가능해 Fire TV 광고와 묶음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다. 한편으로 IMDb TV 서비스가 하나의 미끼
상품이 되어 Fire TV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셋째로 Amazon 상품의
직접 광고가 가능하다. Amazon.com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주로 검색 광고를 통해 노출된다.
자사의 상품을 IMDb TV라는 또 다른 플랫폼에서 광고해 높은 노출효과를 누리고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2) IMDb Freedive’로 출시했으나 2019년 6월에 ‘IMDb TV’로 서비스명을 변경했다.
3) 영화, TV 프로그램, 게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1998년에 Amazon이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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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b TV는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Amazon의
다양한 플랫폼과 접목하는 등 광고 판매에 있어 경쟁력을 지닌다. 하지만 아직 자체 제품 광고
판매 외에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진 않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Business Insider의 2019년
1월 발표에 따르면, IMDb TV 광고 57개 중 41개가 Amazon Storefronts, Amazon Music 등
Amazon 제품과 서비스였다. 하지만 IMDb TV의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서면 외부 판매 실적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쳐지고 있다.
그림 2

IMDb TV의 PC 버전과 (왼쪽) 모바일 버전(오른쪽)

출처: IMDb 홈페이지

4. 검색 광고의 next Google을 향해
Amazon이 노리고 있는 건 동영상 광고 시장뿐만이 아니다. Google의 앞마당 격인 검색 시장도
눈여겨보고 있다. 미국 방송사인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검색 광고 매출은 2019년에
전년 대비 약 18% 상승하여 551억 7천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시장에서 Google이
차지하는 비율은 73.1%로 403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여전히 Google은 검색 광고
시장의 강자이지만, Amazon도 전년 대비 30% 상승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Amazon의 검색 광고 매출은 70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시장의 12.9%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 규모는 2021년에 15.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

Amazon의 Sponsored Product

출처: Amazon Advertising

Amazon은 Amazon.com에서 Sponsored Product, Sponsored Brands, Sponsored
Display 세 유형으로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Sponsored Product 광고는 Amazon.com에서
상품 검색 시 특정 제품이 상위에 위치되는 원리로 운영된다. Sponsored Product 광고를
집행한 판매자는 광고 클릭 건당 광고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Sponsored Brands 광고는
Amazon.com에서 상품 검색 시, 브랜드 로고와 상품 포트폴리오가 상단에 같이 노출된다.
소비자가 브랜드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브랜드의 스토어 페이지로 이동하며, 상품 포트폴리오를
클릭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Sponsored Brands는 클릭이
발생한 광고에 한해서 광고 요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등 Sponsored Product와 정책 특성이
유사하지만, 특정 제품이 아닌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 번째 광고
유형인 Sponsored Display 광고는 Amazon이 2019년 9월에 개시한 머신 러닝 기반의 광고
서비스로, 특정 상품의 페이지에 접속했지만 구매를 하지 않은 이용자나 비슷한 범주의 상품을
검색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광고가 나타나는 원리로 운영된다.4 Sponsored Display가
적용된 광고는 검색 결과 페이지, 제품 상세 설명 페이지 등 Amazon.com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4) 판매자 본인이 광고 대상을 설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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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광고 클릭 건수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Sponsored Display는 기존에 상품을 본
소비자에게 다시 광고를 제공하고 제품에 대한 흥미를 상기시킨다.

물류, 클라우드, 동영상 서비스 등 그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한 Amazon이 이번에는 광고에
주목하고 있다. Amazon은 광고 기술 업체와의 제휴·인수를 통해 고급의 광고 분석 기술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광고 기반 스트리밍 플랫폼을 출시하는 방향으로 광고 제공 통로를 다양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Amazon의 미디어 사업 부문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를 주축으로 한 광고가 다수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광고 시장은 Google이 주름잡고 있었지만, Amazon의 광고 비즈니스
전략이 다양화됨에 따라 향후에는 Google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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