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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장에서 고객 찾기, — 방법과 비결은?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러시아 내 온라인 사이트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기업가나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면서, 담당 지역에는 정통하지만 러시아 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신가요? 본 백서는 러시아어권 시장에 온라인 사이트를 도입하여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외국계 마케팅 전문가 및 기업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고객의 성향을 고려해 운영방식을 조정하는 온라인 스토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러시아어로 콘텐츠를 번역하여 러시아 인터넷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요인은러시아인의 금전적 여유와 쇼핑을 좋아하는 습성에 있습니다. 둘째, 러시아인
특유의 정서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러시아인의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체로 러시아인은 국내
제품보다 해외 제품을 선호하며 로컬 브랜드를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경제에는 썩 달갑지 않은
사실이지만 외국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여러 외국 기업이 러시아 고객을 상대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심리를 “등잔 밑이 어둡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 받지 못한다)”라는 속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밝게 전망하고 있지만, 비즈니스의 성공을 방해하는 장벽이
꽤 있습니다.모든 외국 온라인 스토어와 온라인 사이트가 러시아에서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
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러시아 웹 프로모션의 특수성과 마케팅 기회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
입니다. 통상적으로 외국계 마케 팅 전문가들이 유일하게 이용하는 온라인 프로모션 툴은 Google
Ad Words 입니다. 확실한 효율을 보장하는툴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그리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글을 통해서
만 광고 기회를 찾는 것은 검색시장의 67%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본 백서에는 검색엔진 마케팅과 더불어, 러시아 검색 시장에 대한 완벽한 정보와 러시아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마케팅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러시아 내 Google AdW ords 운영 현황
만 알고 싶은 분은 본 백서를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본 백서는 러시아 시장을 100% 파악하고 싶은 분
을 위해 러시아 내 디지털 마케팅을 성 공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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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장에서 고객 찾기, — 방법과 비결은?

러시아 인터넷 시장 현황

주요 검색엔진 개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엔진은 1997년 출시된 Yandex 입니다. 2위는 2006년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세계 제일의 검색엔진 Google 입니다. 3위인 Mail.Ru 은 장기간 Google 과
Yandex를 제 3자 검색엔진으로 이용하면서 이와 동시에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자체 검색엔진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러시아 인터넷 이용자는 양대 검색엔진인 Yandex 와 
Google을 이용하는 두 집단으로 나뉩니다.

다음은 러시아 기업 Liveinternet 이 보고한 2014년 러시아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 현황입니다:

0 . 8 %
0.4 %

Ot h er s

6 . 4 %

41. 9 % 50.2 %

러시아 소셜네트워크 개요

러시아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 파악하려면, 우선 러시아인들 사이에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VKontakte: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소셜 네트워크. 회원 수 3억 4천만명 이상.
이용자의 59% 이상이 25세 이상이며, 7천6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매일 사이트를방문.

Odnoklassniki: 옛 동창생을 찾아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억명 이상의 가입자

보유. 가입자의 47%가 25세에서 44세 사이이며, 약 5천만명 가량은 이 사이트를매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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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장에서 고객 찾기, — 방법과 비결은?

Facebook: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러시아의 초창기 페이스북 이
용자들은 고학력의 영어 능통자. 이들 중 대다수는 사업가나 다양한 분야의 기업 임직원. 현재
러시아의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2천450만명.

Moi Mir@Mail.ru (My World): 러시아 최대 인터넷 회사인 Mail.ru가 제공하는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TNS의 조사에 따른 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2014년 11월 기준 월간 2천520만명.

Instagram: 인기가 높아지는 소셜 네트워크. 러시아의 인스타그램 이용자 수는 1천60만
명으로, 2015년 3월 대비 5배 증가한 수치. VKontakte 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active writer 를
보유.

Twitter (Short Message Service): 러시아 내에서 낮은 인지도. 2015년 11월을 기준으 
로 Twitter의 이용자 수는 740만명 정도로 추산됨.

아래는 인터넷 이용자가 뽑은 '상위 20위권 인기 사이트' 입니다. 리서치 기관 TNS 
Gallup Media 자료로,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의 웹사이트 이용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소셜 네트워크 광고 동향 및 이용자 분석

출처: TNS Web-Index Russia0

2015년 11월

월별 집계

www.facebook.com
2천 170만명
users
러시아인구대비비율
14.3%

www.my.mail.ru
1천 660만명
users
러시아인구대비비율 
11.0%

0+, 12 - 64 세

www.ok.ru
3천 150만명
users
러시아인구대비비율
20.8%

www.vk.com
4천 660만명
users
러시아인구대비비율
30.7%

www.instagram.com
1천 230만명
users
러시아인구대비비율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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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별

77.1%

58.2%
69.1%

56.3% 58%

41.8% 42% 43.7%

30.9%
22.9%

연 령

32.3%
Age 18-24 9.3%

Age 55-64

0%
Age 12-17 6.1%

Age 18-24

24%
Age 12-17

16.8%
Age 45-54

35.3%
Age 25-34

2.1%
Age 55-64

2.4%
Age 25-34

Age 45-54

7.1%
Age 35-44

20.9%
Age 55-64

6.7%
Age 12-17

9.1%
Age 18-24

26.6%

32.6%
Age 35-44

17.3%
Age 55-64

6.5%
Age 12-17

8.5%
Age 18-24

Age 25-34

Age 25-34

15.9%
Age 45-54

20.7%
Age 35-44

18.5%
Age 45-54

25.4%
Age 35-44

                        이용자 활동 분석

이용자 1명 당

평 균  이 용 시 간 ( 1 분 )

이용자 1명 당

방문 횟수

페이지 뷰            
이용자가 본 페이지 수

9.7 39.2 37.1 백만

20.3 31.2 64.3 백만

7.6 7.3 1.1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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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장에서 고객 찾기, — 방법과 비결은?

              러시아 인터넷 사이트 인기 순위

     인 터 넷  사 이 트  상 위  2 0 위
       R u s s i a  0 +, 12 - 6 4 세

  2015년 12월

    하루 평균 이용 시간
(단위: 1천시간)

27,750

22,634

22,173

13,931

13,390

11,804

4,329

4,203

3,766

3,692

3,232

2,698

1,981

1,777

1,729

1,684

1,669

1,422

1,366

1,262

            사이트 이름

Yandex (34 projects)

Mail.ru (25 projects)

Vk.com

Google (ru+com domains) 

Odnoklassniki.ru  | Youtube

Youtube.com | Odnoklassniki.ru

Facebook.com | Wikipedia.org

Wikipedia.org | Avito.ru 

Avito.ru | Facebook.com

Aliexpress.com

Rambler | LiveJournal.com 

Gismeteo.ru |  Kinopoisk.ru

Fotostrana.ru | Rambler

LiveJournal.com | Liveinternet.ru

Rbc.ru | Gismeteo.ru

Instagram.com | Rbc

Kinogo.net | Mts.ru 

Twitter.com | Ria.ru

Kinopoisk.ru | Instagram.com

Ria.ru | Blogspot (com+ru)

   월별 평균 이용 시간
          (단위: 1천시간)

52,470

50,228

46,961

43,973

43,564

31,728

30,212

23,737

22,444

21,793

14,872

14,798

13,999

13,246

13,118

12,885

12,309

12,027

11,979

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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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장에서 고객 찾기, — 방법과 비결은?

         러시아 디지털 마케팅,  성공 필요조건은?       

                    

지역 특수성에 대한 이해

  앞서 간략히 설명했고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시장을 이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추 
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광고 캠페인을 최적으로 현지화하기    
위해, 현지 언어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광고 캠페인은 
반드시 모국어 사용자가 제작해야 합니다.

  러시아 인터넷 환경은 연령/경제력/학력/사상별로 이용자 계층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개개인은 커뮤니케이션과 뉴스 검색을 위해각
기 다른 인터넷 플랫폼과 검색엔진을 선택합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 
기능이 완전히 동일하더라도 저마다 다른 고객 태도(customer attitude) 
와 천차만별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국민의 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서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수준 높은 현지화에 성공한  
광고 캠페인도 러시아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저런 광고 테크닉을 무시해야 합니다. 러시아인은 공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귀하의     
제품이나 서비스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면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품은 러시아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러시아 시장에 제품 또는 서비스 프로모션을 할 때는 사전

에 검색 빈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Google Trends와 더불어 
Yandex의"Selection of words"서비스 (wordstat.yandex.ru)를 
이용하십시오.아이폰6s (iPhone 6s)라는 검색어가 매월 
314,823회 검색되었습니다. 단,데이터가 항상 같지는       
않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검색 빈도는 매월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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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장에서 고객 찾기, — 방법과 비결은?

'러시아 인터넷 광고 솔루션' 관련 설문조사

                                       검색엔진최적화(SEO프로모션)

러시아 내 검색엔진 프로모션은 그 원칙이 영어권 인터넷과 같습니다. 현재 Yandex는 Google
과 동일한 방식의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엔진용 텍스트 콘텐츠 제작 방식은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가 동일하며, 이용자의 행동 방식에

따라 설계됩니다. 키워드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검색엔진용 텍스트와  link-bom bing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

습니다.     요즘 검색엔진은 이용자 행동 방식(User behavior)을 추적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페이지 뷰   수가   많은   사이트가   성공을   거머쥐게   됩니다.

검색엔진 최적화(SESEO) 프로모션 비용은 사이트 경쟁력에 따라 큰 차이가 나며, 경쟁 사이트 수
와 프로모션 투자 예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Novosibirsk"의 프로모션 비
용보다 "Deposits"의 프로모션 비용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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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 or 프리랜서 담당자 채용?

최소한 2명의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두 역할을 겸임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어 의미의 핵심

(sem antic core)을 개발하는 SEO  전문가와 콘텐츠 기획하는 카피라이터가 필요합니다. 대행사 서비스를 이

용 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 물색 및 선발에 고충이 따를 것입니다. 전문가 구인에 앞서 러시아 광고 시장과 관

련된 다음 사항을 미리 알아두십시오.

    프리랜서

  SEO  전문가를 자처하는 수많은 프리랜서가 여전히 시대에 뒤쳐진 툴로 작업

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링크와 빽빽한 텍스트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러시아 카피라이팅 시장은 비전문 인력으로 인해 발전이 더딥니다. 최소 절반 이상

이 전문가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중소업체 광고 담당자들이 무능

한 탓에, 학생이나 출산휴가 중인 여성을 비롯해 광고와   마케팅에 무지하고 배울 
노력조차 하지 않는 인력이 단순한 돈벌이로   "카피라이팅"에뛰어들고 있습니

다. 또한, 이들은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광고주에게 쉽게 좋은 반응

을 얻고, 프리랜서가 넘쳐나는   인력시장에서 입지를 잘 다져 돈을 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력이 실제 실력보다 과대평가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평판만 보고 자질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

니다. 광고 분야에 박학다식한 모국어 사용자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만이      유익한 팁을 제시해 줄 수 있
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도 평판에 따라 전문가를 구인하고자 한다면, 국내외 유수의 브랜드와 작업한 경력이 있는 인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전시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면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만, 신용도와 효과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콘텐츠의 품질향상을 위
해 끊임없이 돈과 시간을 들이는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우위를 선점 해야 할 때 대
행사가 도움이 됩니다.

  대행사 이용 시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문제 해결에 대한 종합적    접근법을 제
시해줍니다. 둘째, 프리랜서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량의 우수한 텍스트를 
제공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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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맥광고(Contextual advertising)
                             –  PPC (payment per click) 광고

  러시아 키워드 광고업체 중에 관심이 가는 곳은 많지만, 지금 바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
면, PPC(Pay Per Click) 광고 또는 문맥광고(Contextual advertising)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색결과 메인 
화면의 측면 또는 하단에 텍스트 광고 형태로 게재됩니다.

  Google은 전 문맥광고 및 검색광고의 세계 일인자이지만, 러시아에서는 Yandex, Begun 등의 경쟁자와의 대
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관점에서 볼 때 Google과 Yandex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Google은 광고 보는 
것을 싫어하고 수준 높은 유익한 텍스트를 찾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또, 지적 측면에서 우월의식이 있고, 나
름대로 “높은 수준”이라고 자신하는 부류가 이용합니다. 반면 Yandex는 인터넷을 통해 제품, 서비스, 엔터테인
먼트를 찾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러시아 내 문맥광고 역시 PPC(Pay Per Click)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방문자가 광고를 클릭하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클릭 횟수를 기준으로 광고 단가를 산정하는 기법입니다. PPC 단가는 업계 내 경쟁업체 수, CTR(click 
through ratio: 배너 하나 노출 시 클릭 횟수), 광고업계 내 입지에 따라 최소 1센트에서 최고 몇 달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Yandex.Direct»

                                                  러시아 인터넷광고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필수적으로 Yandex에 문맥   
                                            광고 를 게재해야 합니다. Yandex는 대체로 Google 서비스를 모방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소통합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및 
                                            서비스 업체를검색할 때 대부분 Yandex을 이용합니다. 정보 및 뉴스 검색을 
                                            위해 Google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도 쇼핑 시에는 Yandex를 이용합니다.
                                            또, 홈페이 지 운영자들도 Yandex에 광고를 게재하기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간편한 지불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Google AdWords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Yandex.Direct와 비교
                                             하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PPC 단가가 훨씬 높은 까닭입니다.  
                                             지불조건이 까다롭고 Google 특성상 문맥광고를 기피합니다. 그러나 통합 
                                             광고 를 집행할 때는 Google AdW ords가 유리합니다. Google 검색광고를 
                                             이용하면, 고가의 고급 제품을 구매하려는 안정적인 고학력 이용자 층에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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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un

                                                     Begun은 Rambler에서 설립한 문맥광고 업체입니다. 한때 러시아 
                                               최대 인터넷 기업이었지만 점점 기반을 잃더니 2013년 6월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기술과 제휴사이트 자격 미달(하루 방문자 
                                               2명)로 인 해 더 이상 대중적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광고 전문가들사이에서 “클릭 사기꾼(click fraud)” 으로 통하는 클릭 
                                               유도용 낚시성 광고에 대한 운영진의 감시가 소홀했습니다. 2013년 6월 
운영진은 현대적 표준 에 부합하는 “Begun Smart”라는 이름의 신규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Begun은 러시아 유일의 광고 리셀러입니다. 제휴 사이트에 광고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Yandex와 Google 
에서 사들인 검색광고와 문맥광고를 되팔기도 하는 재판매사업자입니다. 광고 여러 개를 동시에 “패키지       
상품”으로 주문하고자 한다면, 광고 효율성은 희생해야겠지만, Begun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DIY or 에이전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Yandex나 Begun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대행사를 통해 광고
하는 비용이 광고주가 직접 진행하는 비용과 같습니다. Yandex는 광고대행사에 대폭 할인된 단가
를 제시하고, 대행사는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Google은 할인 제도가 없으므로,     
대행사 이용 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듭니다.

광고주가 인하우스 방식으로 직접 광고를 기획하려면 사내 카피라이터를 두어야 합니다. 검색   
광고 및 문맥 광고업체는 광고 제작에는 익숙하지만, 러시아어 및 마케팅에는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배너 광고

배너광고는 광고타깃을 공략하기에 적합합니다. 매출 지향의 문맥광고와 달리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러시아 배너광고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Yandex.Bayan

                                                  러시아 최고 인기의 Yandex가 보유한 수많은 광고서비스(대체불가  
                                          서비스) 와 광범위한 광고타깃 층을 토대로 배너광고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광고주는 테마별 사이트를 견본으로 참고해 배너를 제작하게 됩니다. 문맥   
                                          광고는 광고 게재 위치의 내용에 초점을 두지만, Yandex 검색-배너 광고는 
                                          이용자가 검색창에 입력하는 검색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겨울 신발
                                          을 검색하면, 겨울 신발 스토어 배너광고가 노출됩니다.광고주는 PPC 방식이 
                                          아닌 광고 노출수를 기준으로 광고료를 지불합니다. Yandex는 제휴대행사에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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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ru Group

                                                    러시아 최대 기업 Runet의 계열사입니다. Runet은 러시아 인기 메일  
                                              서비스 M ail.ru, 소셜 네트워크 “M y W orld” 및 “Odnoklassniki” 등 여러 
                                              테마별 포털사이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구통계학(성별 및 연령), 지정
                                              학적 변수, 관심사별로 세분화된 광고를 집행합니다. Mail Group 제휴사는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Begun

                                                     Rambler는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계열사가 아닌
                                              대형 사이트에도 광고를 게재합니다. 소규모 포털에 광고를 진행 하는    
                                              파트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Begun이 광고를 게재하는 유명 사이트에는
                                              주목할 만한 곳이 꽤 있습니다. 문화 이벤트 전문 포털 Afisha.ru, Runet   
                                              산하의 최대 블로그 플랫폼 Livejournal.ru이 있고, 웹사이트로는 Price.ru
                                              (온라인스토어 가격비교 사이트)와 Ferra.ru (가전제품 후기 사이트)이 
                                              있습니다.  Begun은 하루 1천5백만 명, 월 4천만 명 이상에게 광고 노출을 
보장합니다. 지정학적 요인, 관심사 등을 기준으로 타깃광고를 진행합니다. 제휴대행사는 할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Context-media network Google AdWords

                                                      구글 문맥-미디어 광고는 영어권 국가와 달리, 러시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글 광고 네트워크에 포함된 YouTube와 Gmail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 주목할 만합니다. 
                                              Google Ad Words는 제휴 대행사에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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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 or 에이전시?

광고대행사에 배너광고 의뢰 시 5번 중 4번은 기업 자체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비용이 듭니다. 
광고대행사는 고객이 지불하는 광고료가 아니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할인을 통해 이윤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러시아 미디어 환경과 러시아인 정서를 잘 알아야 광고효과가 높아집니다.

소셜 네트워크

러시아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실은 기능이 같더라도 이용자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VK 는 페이스북과 기능이 비슷하지만, 이용자가 다르며 심지어 같은 이용자도 다르게 행동합니다.

VK

러시아 위주의 소셜 네트워크로서, 주요 광고 툴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내
최다 이용자 수를 보유한 소셜 네트워크이며, 이용자 60%  이상이 25세 이하로
젊은 층을 위 한 네트워크로 통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높은 연령도 계정을 만들어
오디오 및 비디 오 자료(심의규제가 거의 없어 무료 불법 영화와 음악이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함)를 올리기도 하며 사이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비율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SMM (소셜 미디어 마케팅) 담당자는 격 없는 어휘로 소통하며 이용자를 “You”라고 칭합니다(러시아에서
는 무례한 표현으로 가족, 친구, 젊은이들 사이에서만 사용 가능 합니다.) 콘텐츠는 흥미 위주의 입소문 효과가
있는 게임 콘텐츠 비중이 높습니다.

페이스북에 흔히 사용되는 이용자의 뉴스피드에 광고를 삽입하는 광고 기법을 VK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
다. VK는 자체 커뮤니티에 애드 익스체인지(exchange advertising)를 시행하므로, 광고주가 자신에게 적합한
그룹을 검색하여 광고를 구매하기 쉬워집니다.

광고주는 광고용 포스트를 작성한 후 구독자 수, 포스팅 요금(그룹 중재자가 지정), 주제에 맞는 커뮤니티
를 선택하고, 포스트 심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 계좌를 만들어 광고료와 동일한 금액을 예치
합니다. 그룹 중재자가 포스트 게시 승인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일정 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됩니다. 그런
후 포스트가 뉴스피드에 노출됩니다. 포스트 게시 시점 및 게시 기간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타깃형 배너광고, 게임 내 스페셜 오퍼(special offer), 브랜드 광고 앱 등은 페이스북 광고 방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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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러시아인들도 페이스북을 이용하지만 VK보다는 이용률이 훨씬
저조한 편입니다. 러시아 내 페이스북 이용자는 VK 이용자보다 연령대와
학력수준이 높고 심도 있는 대화를 좋아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상대에게
공손한 표현으로 “You”를 사용하고 오락성 요소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포스트를 게시하려고 노력합니다.

Instagram

2015년 10월, 러시아에서 인스타그램에 광고 서비스가 개시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고가 뉴스피드에 떠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게 되는 방식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현 시점에 이 부문에 관한 한
인스타그램과 경쟁할 업체가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인스타그램 이용-
자 수는 1,200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모스-
크바(이용자 수 300만 명)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이용자 수 50만 명)에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이용자의 70%가 여성입니다.

인스타그램 공식 광고 서비스는 유연성 있게 제공됩니다. 광고 노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광고 대상을 
지역, 성별, 연령, 관심사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광고는 특정 도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이나 서비스(뷰티 스튜디오, 주얼리 등), 휴대폰 앱 및 액세서리 등과 연계될 경우 가장 유망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용자들이 뉴스피드에서 광고를 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의 광고 서비스가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광고가 유용하거나 재미있게 만들어지
도록 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의 광고 계정이나, Aitarget 사와 같은 러시아의 인터넷 루넷(RuNet)과 CIS 국가들
로부터 인증 받은 대행사를 통해 인스타그램 광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DIY or에이전시?

소셜마케팅 광고 역시 검색엔진최적화(SEO) 광고와 같은 방식을 권장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 관리
자는 프리랜서 1명이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 러시아 내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사기꾼이
커뮤니티에 가입해도 얼핏 보면 진짜 이용자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해킹이 유행하고 있어 잘 모르는
사이트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입니다. 광고대행사에 의뢰한다고
해서 사기 방지가 확실히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기업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광고대행사의
평판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은 불신이 넘쳐나는 광고 방식입니다. 첫째, 이메일 
마케팅을 스팸메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둘째, 러시아는 이메일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미국과 극명히 다릅니다. 미국에는 관심사, 직위,
소득, 성별, 연령 등의 개인별 특징으로 분류된 이메일 주소를 파는
중개자가 성행하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중개자가 있으면 서비스 품질을 꼼꼼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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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이메일 마케팅은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러시아
에도 스팸메일이 많아, 이메일 수신 시 모르는 주소로 온 메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회원 가입도 하지 않습
니다. 모르는 주소로 온 메일은 대부분 열람되지 않고 스팸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수신을 희망하는 이용자에
한 해 이메일로 광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러시아어 사용자 이메일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메일 마케팅 진행을 원할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대행사에 문의하십시오. 러시아 인터넷 마케팅 대행사들은 자체적으로 이메일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습
니다. 특히, 수많은 레시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요리 사이트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25 
세이상 여성 이용자의 데이터베이스에 관심이 있는 광고주가 이메일 마케팅을 문의하면, 대행사는 해당 요리
사이트와 공동으로 이메일 마케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메일 뉴스레터 전송이 합법화되어 러시아 법에
저촉되 지 않으므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수신동의를 얻게 됩니다.

B2B 이메일 마케팅은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제휴 되어 있고,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한 대행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DIY or 에이전시?

이메일 마케팅에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카피라이터 1명만 있으면 됩니다. 대행사 도움 없이 전문가를
구할 수 있다면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나머지 반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일(가장 큰 문제)인데,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전문 대행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잘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CPA(Cost per Action) 광고

러시아 광고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광고모델입니다. CPA
대행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광고주의 프로모션을 대행하며 고객 전화
문의, 온라인스토어 구매, 위시리스트에 제품 올리기, 애플리케이션설치,
회원 가입 등 특정 고객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광고료를 받습니다.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는 활동은 모두 CPA 대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단가가 책정되며, 간단하게 ‘리드(lead)’라는 용어로 표기합니다.
‘리드’를확보하는과정을일컬어 리드 생성(lead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리드 생성은 디지털 전략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하지 않는 광고주
와 일할 때 서로 ‘윈윈’하는 기법입니다. 레이아 웃, 동영상 제작료 등에
대해 광고주에게 일일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직원이나 마케팅
전문가의 실수 및 계 산착오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리드를 통해 프로모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이 필요한 제품, 1지망 지역, 소비자의 사회적 지위, 
리드 요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개변수를 지정함으로써

                                                 수 많은 이용자 가운데 최고의 잠재 소비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CPA 대행사를 이용하는 광고주는 월별 리드 생성량을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리드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용되는 '리드 창출 4가지 요령'을 말씀드리면,
(1) 문맥광고
(2) 콜센터를 이용한 콜드 콜 (cold call)
(3) 방문자 많은 사이트의 트래필을 리드로 유도하기
(4) 제휴 마케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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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Marketing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2016년에 브랜드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모션 채널은 플랫폼(개별 웹사이트, 라이브 저널, 기타 블로그 서비스, 유튜브, 페리스코프,
VK,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종류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효과적
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가 이용자들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 제품을 프로모션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직접 추천하는 것,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하는 것,제품을 시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브랜드들이 현재 프로모션을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고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인플루언서를 선정합니까? 인플루언서가 가진 관심사의 범주에 자연스럽게
프로모션대상 제품이 들어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업에 대한 글을 쓰는 블로거라면
독자들에게 특정브랜드의 장비를 홍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게임은
온라인 게임 채널에서 홍보하는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홍보할 대상으로 삼는
독자가 느긋한 사람들이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당신이 선정한 인플루언서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
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일상이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주목을 끄는 유명인사이어야 합니다.

선정한 리더의 주요 고객들이 비판적 사고를
가진 부류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 프로모션의
시도가 당신과 당신이 인플루언서로 선정한 블로거에
게도 좋지 않은 경험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
들에게 단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아는 에이전
트를 선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좋은
음식, 취향이나 계획 등에 관한 것 말입니다. 분석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블로그의 경우, 독자들이어떤
권고를 듣는 즉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든지 오피니언 리더들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라는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친구로부터 간단히 추천을 받는 것과 같이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용 특정 믹스 재료나 특정 유형의 타이어 등과 같은 제품은 일부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는 프로모션이가능할 수 있지만 블로그에서는 어렵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친구와의 편안한 대화에서 주고받는 조언과같은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련
된 제품과 서비스에 최적입니다. 적절한 대상으로는옷, 화장품, 여행, 맛집, 카페, 유아용 상품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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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마케팅

러시아 블로그 플랫폼은 LiveJournal(텍스트용)와
YouTube(동영상용)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YouTube는
세계 제일의 동영상 사이트이며 러시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LiveJournal은 명성이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었으나, 더 편리하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Vkontakte와 Facebook이 출현하면서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Vkontakte와 Facebook은 장문의 텍스트 포스팅, 텍스트 검색 및 정리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 LiveJournal 블로그는 기존 회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용률이 높습
니다. 개별 도메인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보다 안정된 플랫폼이어서 장애 발생이 훨씬 적습니다.

러시아 내 텍스트 블로그와 동영상 블로그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동영상 블로거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
로 지정된 주제에 따라 블로깅 하지만, LiveJournal 블로거는 특정분야 지식, 작문 실력, 개성, 지적 능력을 자랑
하고 바이럴한 포스팅으로 독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투브는 특정 주제 및 관심분
야를드러내는 데 적합하며, LiveJournal은 자기만의 고유한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둘 다 어느
정도 예외는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테마별 블로그는 개별 사이트로서의 위상을 가집니다. 블로거들이 광고를 통해 수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LiveJournal은 비교적 근래에 들어서야 블로그 광고를 도입했습니다.

YouTube

제품 또는 서비스를 노출해줄 블로거를 찾을 경우 유투브에서 찾는 것
이 가장 좋습니다. 검색칸에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 “채널”을 선택하십시오.
“좋아요 수” 및 “조회 수” 정렬 옵션을 지정하면 테마별로 가장 인기 있는
블로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영상 통계분석 사이트를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Topchannel.ru 또는 Whatstat.ru 를 방문하면 동영상 관련 정보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LiveJournal

LiveJournal은 블로그 조회 수, 댓글 수, 스크랩 수 기반의 평가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평가 방식입니다.

러시아어 블로그에 대한 평가는 "Livejournal.com /ratings/users?
country=cyr" 를 참고하십시오. 소셜 네트워크 인기도를 기준으로 웹 순위를
평가합니다. 순위 산출 알고리즘은 블로거들의 인위적 조작을 막기 위해
기밀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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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 외에 통합형 커뮤니티도 강력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커뮤니티 멤버는 포스트를 작성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 자체 검열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커뮤니티 운영진의 재량으로 포스트 게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및 포스트 작성 등급 설정 등 포스트 게시에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대상
마케팅 시에 는 커뮤니티 운영원칙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티에 광고성 포스트를 게시하려면 우선 운영자에게 문의해 허가를 받은 다음, 단순한 광고가 아님
을 정확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커뮤니티 게시물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새로운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성 포스트도 반드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nstagram

현재 수 많은 브랜드들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들을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
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네트워크는 몇 가지 이유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있어 매우 편리한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이 게시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명 블로거들과 유명인사들의 팬들은 예민하게 굴지
않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대개 여성들의 소셜 네트워크라는 특징이 있습니
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단순히 사진을 공유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긍정적
인 코멘트를 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블로거들이 로고 배너 앞에 전문적인 사진 대신 블로그 홈 사진을 사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광고성 게시물의 몇 가지 흔한 예시들로는 유명인사들이 특정 화장품, 의류 브랜드를 추천하거나,
유명 블로거가 특정 장소에서 열리는 프로모션 소식을 공유하거나, 인플루언서인 엄마들이 개발 단계에 있는
멋진 유아용 게임을 추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Blogun 및 기타 플랫폼

개인 블로거와의 제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글로벌
웹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블로그 광고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법
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광고가 노출되는 블로그 및 소셜네트워크
계정, 콘텐츠 품질 및 이용자 수준을 꼼꼼히 관리할 수 없으므로
위험이 따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웹 마켓플레이스는 Blogun.ru입니다. 블로거 자격요건은 월 포스팅 20회 
이상, 구독자수 20명 이상입니다. 블로그 구독자들이 실제로 게시물을 보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Blogun을 이용하면 테마별 콘텐츠를 게시하는 개별 블로그 운영자들과의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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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장에서 고객 찾기, — 방법과 비결은?

DIY or에이전시?

인기 블로거를 찾아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다음, 후기 작성을 의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실제로 효과 있는 방식입니다.

블로그 마케팅 분야 경력이 있는 인기 블로거 이용자들의 특징까지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홍보 대상을 더욱 정확히 공략할 것입니다.

러시아 웹 광고의 미래 전망

미디어의 디지털화는 꾸준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러시아 온라인 이용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어디에서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가 급속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요소가 증가했습니다. 2008년 전세계
를 강타한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온라인 광고에 적용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대행사 Mindshare Interaction 에 따르면 금융위기에 인터넷 광고 시장이 무려 55% 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인터넷 광고는 광고 트래킹• 관리 툴을 사용할 수 있어 세일즈
프로모션에서 최대한의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이상적인 툴로 
부상했습니다.

요즘은 세계 어디서나 디지털 마케팅 기술만 있으면 러시아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러시아 
시장에 세계적 브랜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파악한 사실은, 오늘날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러시아 시장뿐
아니라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유럽, 미국 등 세계 각지의 러시아어 사용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어권 시장 인구가 2억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난관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전에도 수 차례 겪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경쟁자들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할 때, 러시아 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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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장에서 고객 찾기, — 방법과 비결은?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까? 기업 소개:
본 백서에서 다룬 내용은 러시아 국내 디지털

마케팅의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진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RM AA Group에 문의하십시오.
RMAA Grou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
니다:

•   외국 기업이 러시아 진출에 필요한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마케팅 전략 개발, 광고 제작, 고객의 특수한 니즈에

최적화된 디지털/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마케팅의
모든것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
(office@russia-promo.com )로 문의하십시오.

• 블로그- 러시아 내 성공적 마케팅 전략:
RMAA 블로그(w w w .russia-promo.com/blog)에서

러시아 시장 최신 동향을 확인하세요.

• 뉴스레터- 러시아 내 성공정 마케팅 전략

5천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무료 뉴스레터입

RMAA Group(Russian Marketing and Advertising
Agency)는 세계적 브랜드의 러시아 시장 진출과 러시아
고객확보를 위한 독자적 광고전문대행사입니다. 러시아
시장에 관심이 있는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한국, 중
국 등지의 유수기업들이 RMAA Group의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세계적 브랜드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제공이며, 핵심 역량은 디지털 마케팅, 광고,
브랜딩, 이메일 마케팅, 데이터소싱, 모바일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 미디어 플래닝, 다이렉트 마케팅 디자인
입니다. 외국 기업이 러시아시장에서 활동하기에 유리
한 경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글로 벌 비전으로 삼고

니다. 러시아 시장 및 광고의 최신동향, 잠재고객을 있습니다.
유인할 효과적인 광고 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러시아 내 매출 증가를 위한 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독문의 www.russia-promo.com

연락하기:

RMAA 대표 Vadim Tylik와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vadim@ russia-promo.com) 또는
링크드인 (http://www.linkedin.com/in/vadimtylik)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서비스:

RMAA Group 공식 파트너 에이전시
키스톤마케팅컴퍼니(http://www.keystonemc.com )
이메일 문의 sm.lee@keystonemc.com

Phone:
+82 2 2175 9638
+82 2 2175 9696 (FAX)

Homepage : http://ko.russia-promo.com/러시아- 
마케팅-광고-에이전시-연락처-rmaa-group

저자 소개:

러시아 기업가 Vadim Tylik는 RMAA Group(Russian
Marketing and Advertising Agency)의 창립자 겸 회장
으로서, 러시아 주요 비즈니스/마케팅 매거진에 저작권
기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2007년 최초로 광고대행업을
시작했고, 2009년 광고대행사
RMAA Group가 국제무대에
진출한 이래 전세계 수십여
클라이언트와 협업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Russian Marketing
And Advertising Association
(극동지역 지사)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광고 마케팅 업계에 종사하며
Merkle (미국),Publicitas
(스위스), BigPoint(독일) 등
수십여 중소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RMAA Group 의 서면 승인 없이 본 문서의

일부 및 전체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게시할 수

없습니다.

http://www.russia-promo.com/blog
http://russia-promo.com/bl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