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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케팅 







당신이 지금  

찜닭을 드시러 가신다면 

 

블로그를 검색하시겠습니까?  

SNS를 검색하시겠습니까?  



네이버 마케팅 목적 기반 

SNS 마케팅 도달률 기반 





유튜브 플랫폼의 확장 

이제 못질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는다. 
유튜브에서 검색한다. 

 
 

자녀가 유튜브를 보면서 자란다 



동영상 플랫폼의 약진 



#페이스북 워치 

#인스타그램 IGTV 

#네이버 TV 

이용자 중심으로 콘텐츠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간다. 
또 페이스북 페이지 상의 동영상을 워치에서도 바로 시청하는 등 플랫폼 상에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보다 활발히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 

최대 1시간 분량의 비디오를 게재할 수 있는 ‘IGTV’는 초고화질(4K) 해상도를 지원한다. 최소 4:5 
비율의 비디오를 게재할 수 있으며 화면과 비율이 다른 경우 화면에 꽉 차도록 가장자리가 
편집된다.  

네이버TV는 TV 속 명장면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로 방송사, 음반기획사, 유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화제의 동영상을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다. 



'호갱'이 되고 싶지 않은 소비자들, 습관처럼 '소비자 리뷰' 확인해 

대부붂(86.9%) '소비자 리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뢰도(69.3%)도 상당히 높아 

소비자 10명중 7명 "소비자 리뷰가 부정적이면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소비자 리뷰의 확인은 일상적 습관,전체 78.6%가 "제품 구매 시 항상 확인" 

'오프라인 구매 시' 에도 소비자 리뷰 확인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  

(11년 46.4%-> 17년 57.9%) 



01/시민이 SNS에 언급하게 한다. 

02/이벤트 및 보상시스템을 갖춘다. 



SNS마케팅 사례 

이태원 
소프트퀸 



SNS마케팅 사례 

밀크코코아 

의류쇼핑몰 



SNS마케팅 사례 

커피 

인더스트리 



SNS마케팅 사례 

소셜팩토리 

매니아 



SNS마케팅 사례 

네온사인 

활용사례 



[ ] 우리의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전마케터 정진수강사 





#허니버터칩 



#부라더소주 #순하리 #이슬톡톡 



#화산피자 #고인돌갈비 



#리얼딸기 #착한딸기 



#SNS #인증샷 #포토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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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SNS마케팅 
- 공공기관 SNS채널 활용 사례 

- 공공기관 SNS채널 방향성제안 

http://123promotion.com/sns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SNS채널을 떠오르면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딱딱하다”  “재미없다”  “볼게없다” 
 



재미있는 지자체 SNS채널 사례 (활발한 소통/유머코드) 



재미있는 지자체 SNS채널 사례 (활발한 소통/유머코드) 



감성적인 지자체 SNS채널사례 (채널 고유의 톢앤매너,감성코드) 



감성적인 지자체 SNS채널사례 (채널 고유의 톢앤매너,감성코드) 



경찰청 SNS채널사례 (감동사연과 소통, 시리즈물 기획, 라이브방송 운영) 

경찰청이 바디캠과 CCTV를 활용해 실제 범죄현장이나 체포현장을  
현실감 있게 담은 영상 콘텐츠를 주로 게시하면서, 경찰청 SNS의 팬을 비롯해 
일반 SNS 이용자들에게도 높은 호응 
 



소방청 SNS채널사례 (인플루언서 홍보) 



정보전달 SNS채널사례 (카드뉴스) 



정보전달 SNS채널사례 (카드뉴스) 



정보전달 지자체 SNS채널사례 (경기도/부산시/고양시) 



공공기관 SNS채널을 키우는 3가지 방법 



1 재미있거나 생동감있거나 감성적으로 채널의 브랜딩 

2 가벼운 이벤트로 활발한 소통 

3 필요한 정보를 카드뉴스, 동영상 타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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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별 분석 
- SNS와 블로그마케팅 차이점 

- 채널에 대한 이해 및 타깃 분석 

http://123promotion.com/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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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케팅 확산 팁 

6가지 

http://www.maxqda.com/category/tip-of-the-month


1 제목에 '법칙'을 활용하라 

2 첫 문장에서 사로잡아라 

3 리스트를 활용하라 



4 구매를 촉진할 링크를 삽입하라 

5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시각화하라 

6 구체적인 질문으로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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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케팅의 꽃 
키워드 

http://123promotion.com/sns


네이버 키워드 마케팅 

네이버에 네이버광고 라고 검색 합니다. 



네이버 키워드 마케팅 

네이버에 네이버광고 라고 검색 합니다. 



네이버 키워드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컨텐츠 제작시  

나이키 vs 아디다스 



네이버 키워드 마케팅 

조회하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 합니다. 
최대 5개 키워드 동시 조회 가능 합니다. 



네이버 키워드 마케팅 

키워드 조회시 검색 결과를 통해 월간 검색수 및 통계를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마케팅 

<나이키>라는 키워드를 클릭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마케팅 

1년간 월별 검색수 추이 확인이 가능 합니다. 

월간 검색수 사용자 통계를 성별로 알 수 있습니다. 

월간 검색수 사용자 통계를 연령별로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