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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강의하다 보면 참고할 책을 추천해 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
튜브로 검색하거나 도움말을 사용하거나 강사에게 질문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습
니다. 하지만 마케팅의 특성상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마케팅을 실천하기도 버거운데 비즈니스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사례에 나오는 분들과 친구를 맺어 보세요.

SNS 마케팅의 핵심은 우정의 힘에 깃들어 있습니다. 사례로 소개한 분들은 이미
SNS 안에서 신뢰를 쌓은 분들입니다. 여러 SNS에서 이들을 검색한 후 친구가
되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살펴보고 댓글 등으로 소통하면
서 마케팅을 넘어 진정한 네트워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당연히 저자인 유영진,
강진영도 포함됩니다.
책을 읽다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각 SNS의 도움말을 검색하거나
https://bit.ly/somabook에 접속해 보세요.

“실행하는 사람이 질문도 많다”고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고 강의
를 듣기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실행입니다. 디지털 도구의 특성상 자주 업데이트
가 일어나지만, 책에서는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직접 실행해 보
고 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도움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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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책의 내용을 숙지한 후에는 서로 교류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친구를 사귀
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변화하고 늘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는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뒤쳐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책을 출발점으로
삼아 내용을 읽으면서 생기는 질문을 모아 보세요. 그러곤 책에 등장하는 여러
주인공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질문을 던져 보세요.

“이 책을 읽는 여러분과 SNS 세상에서
친구로 만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Thanks to…
가장 먼저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SNS 안에서 함께해 주신 친구들
(특히 이 책에 소개된 분들), 어머니, 천국에 계신 아버지, 가장 소중한 친구 강지환, 이
승현, 심지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성장하게 도와주신 스승님, 유영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책도 함께 써 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강진영 드림

제대로 된 교재 없이 저의 그 많은 강의를 들어 주신 분들,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견뎌
준 소셜웹상의 친구 여러분과 저의 강박적인 원칙들 때문에 저에게 차단당하신 분들,
유튜브 영상과 페이스북 라이브에 집중해 주셨던 분들, 그 책은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일 년 내내 물어봐 주신 분들, 진도가 더디어 예민해진 저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던 아
이들과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책 대부분을 쓰고 다듬느라 그렇게 고생하고도 책을 더
쓰자고 말해 주는 강진영 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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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활용의 기술

수많은 SNS 서비스는 유사 서비스와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듣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이 기회비용을
포기해야 하는 여러분에게는 썩 반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바로 질문할 사람이 없으니 이 또한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금 책을 펼친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또 실행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책이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 도움말이 여러분을 도
울 수 있습니다.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한다고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실무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도움말(고객센터)이고, 그다음으로 검색(유튜브, 네이버 등),
책 순서입니다. 그러니 책으로 기초를 다지고, 다양한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검색이나 도움말을 활용해 보세요.
도움말의 장점
1. 대부분 기능 추가 및 변경과 동시에 해당 내용이 업데이트됩니다.
2. 기본 서비스로 무료이며, 간결, 명확, 보편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3. URL 제공 또는 내용 복사가 가능해서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4. 앱이나 웹에서의 사용 위치에 따라 맞춤 도움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상담 챗봇 형태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도움말 활용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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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활용 요령
●

문장보다는 서비스 명칭 또는 단어로 검색하기: 도움말을 검색할 때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공유하기로 기록 남기기: 자주 사용하는 도움말은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별도로 저장해 둡니다.

●

도움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유튜브 검색하기: 도움말은 대부분 글로 설명되어 있어 이
해하고 따라 하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유튜브 검색으로 영상을 찾아보세요.

도움말의 위치와 표현
●

스마트폰 및 반응형 웹: 보통 메뉴(≡) 아이콘을 터치하면 하위 메뉴로 표시됩니다.

●

명칭: 도움말이나 고객센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

웹: 메인 메뉴의 맨 오른쪽 서브 메뉴에 포함된 경우가 있고, 서브 메뉴 없이 메인 메
뉴의 맨 오른쪽에 있기도 합니다.

●

하단의 바닥글에 [도움말]이나 [고객센터]라는 링크가 있거나, 드물게 맨 앞 메뉴의 가
장 하단부에 위치할 때도 있습니다.

●

도움말 표시: 대부분 [?] 표시나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넓게 쓰는 앱이라
면 하단 오른쪽에 동그란 아이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도움말 관련 단축키 및 주소
●

F1

로
●

/

: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웹서비스에서도 도움말 단축키가 할당된 경우가 있으며, 주
F1

,

을 사용합니다.

Shift

+

/

,

Ctrl

+

/

: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서비스가 다양하고 키보드를 많

이 활용하는 서비스에서는 별도로 단축키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도움말 주소(URL ): 각 도움말은 독립된 URL을 가지고 있으므로 검색한 내용을 즐겨
찾기로 등록하거나 댓글이나 메신저 등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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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온라인에서
사업 영역
확보하기

#마케팅기획서 #검색등록 #앉아서하는_시장조사 #온라인마케팅_성공적진입
소규모 사업자,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직거래 위주의 농업인, 1인 기업 등은 온라인 영역을 어렵다
고 여길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각 사업 콘셉트에 맞춰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접근해
보겠습니다. 시장조사부터 시작해 기획하고 마케팅의 기본 환경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
습니다.

LESSON

1

SNS 마케팅
기획서 쓰기

오프라인뿐이었던 세계에 웹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산업은 개인에서 다국적 기업까지 온라인을 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에 도달했습니다. 오프라인의 아날로그 영역은 여전히 높은 비용과 제한된 자
유 속에서 운영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온라인 영역은 계속 비용
이 낮아지고 새로운 영역도 개척되고 있습니다. 주로 매장에만 의존했던 외식
사업을 보더라도 여러 한계가 나타나면서 온라인 배달 앱의 비중과 비용이 점
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상점을 여는 것만큼 온라인에도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콘텐츠를 노출해 홍보하는 단순 영역부터 실제 주문 거래, 소통, 단골
확보, 브랜드 향상,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관리, 비용 절감과 직원 간 협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넓어져만 갑니다. 오프라인 장소를 찾아가거나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먼저 검색하는 것은 최소한이 되었습니다. 이제
는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검증하고 그 후에 행동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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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은 Market (시장)과 ing의 결합입니다. 말 그대로 마케팅은 고정
된 것이 아니라 내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를 찾아내고 그에 맞춰 소통하는
채널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즉 ‘고객’과의 ‘소통’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SNS와 스마트폰은 마케팅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
져왔습니다. 직접 고객과 빠르게 통할 수 있으며, 그 일련의 기록들이 마케팅
의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SNS에서의 대화는 대부분 비동기 대화라
서 서로 편한 시간에 소통하면서도 동시에 고객과 매우 중요한 신뢰 관계를 쌓
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소통한다면 가장 좋겠지
만, 시간과 비용의 한계 때문에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SNS 덕분에 이런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좀 더 다양한 고객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비동기 대화란?
전화, 오프라인 대면, 채팅처럼 실시간 응대가 아닌 대화입니다. 예를 들면, 문자, 댓글 등이 있
습니다.

따라서 개업(창업) 전 단계부터 상품, 서비스의 구체적인 설계보다 비용은 낮
으면서 매출에 큰 영향을 줄 마케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마케
팅을 활용하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소통하며 콘텐츠로서의 이야깃거리를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창업 전부터 콘텐츠를 쌓아 두면 창업 후 마케팅 결
과가 나오기까지의 소요 시간도 줄어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기획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할 마케팅 기획서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SNS 시대

LESSON 1 SNS 마케팅 기획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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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메모,
구글 킵

기억하지 말고, 기록하세요! 상점을 운영하다 보면 간단하게 메모할 일이 많습
니다. 특히 고객과 소통하는 채널이 다양해지고, 직원과도 소통하다 보면 메모
의 빈도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메모를 모두 종이나 수첩
에 기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 관리만으로 많
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메모를 위한 최고의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구글 킵(Google Keep )을 소
개합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실시간
으로 동기화되며 협업도 가능합니다.
구글 킵을 사용하려면 PC 에서는 keep.google.

com으로 접속하면 되고, 스마트폰에서는 [Google
Keep]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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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용법 알아보기
 스마트폰에서 Google Keep을 설치하면 [Keep 메모]라는 아이콘이 생
성됩니다. 아이콘을 터치해서 실행하고, 새로운 메모를 작성할 때는 하단에서
[메모 작성…]이라고 표시된 입력 필드를 터치합니다. 참고로 PC에서는 상단
에 [메모 작성...] 입력 필드가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클릭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새로운 메모 화면이 열리면 [제목], [메모] 필드에 각각 내용을 작성합니다.
메모 화면 왼쪽 하단의 [+]를 터치해 메모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
…

쪽 하단의 [ ]를 터치하면 메모 삭제, 사본 만들기, 공유, 공동작업자 초대,
라벨 지정 및 배경 색상 변경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LESSON 7 비즈니스 메모, 구글 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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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용법 살펴보기
메모를 그룹핑하는 라벨
서로 관련되는 메모를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벨은 일반적인 그
룹과는 아주 조금 다릅니다. 마치 해시태그를 사용하듯이 한 메모에 여러 라벨
을 붙일 수 있습니다.
…

라벨을 붙일 때는 메모를 선택한 후 오른쪽 하단에서 [ ]를 터치하고 [라벨]
을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 붙일 라벨에 모두 체크하면 됩니다. 만약 붙일 라벨
이 없으면 [라벨 이름 입력] 필드에 새로운 라벨 이름을 입력해 추가합니다. 라
벨로 구분한 메모는 상단의 [메모 검색] 필드 왼쪽 메뉴 버튼을 터치한 후 모아
볼 라벨 이름을 터치해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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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공유 점검표(체크리스트)
개인 사업을 하면서 반복되는 일을 문제없이 빠뜨리지 않고 진행하려면 반드
시 점검표나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이때도 구글 킵은 유용합니다. 새로운
메모를 생성한 후 왼쪽 하단의 [+]를 터치하고 [체크박스]를 터치하는 순간 해
당 메모는 체크리스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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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로 사용할 때 각 항목에 체크하면 가운
데 선이 그려지면서 완료 항목(선택된 항목)으로
표시되고, 체크를 해제하면 다시 기본 항목으로 돌
아옵니다.

비즈니스를 돕는 다양한 기능
●

이미지에서 텍스트 추출하기: 카메라로 찍거나 캡처한 이미지를 구글 킵에 삽입한
후 이미지를 선택하고 [더 보기]를 터치하면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때문에 구글 킵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음성 메모: 입력할 겨를이 없을 때는 [+]를 터치한 후 [녹음]을 터치해서 음성으로
바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 메모를 이용하면 실제 녹음된 음성과 텍스
트가 함께 기록됩니다.

2
1
●

알림 설정: 메모 오른쪽 위의 종 모양 [알림]을 터치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
간]은 지정한 날짜 및 시간에, [장소]는 지정한 장소에서 알림이 울리는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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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SNS 안에서
고객 만나기

#친구늘리기 #그룹홍보 #좋은친구를_빨리_많이_오래
‘결국 네트워크를 확장할수록 강해집니다.’ – 마크 주커버그

LESSON 7 비즈니스 메모, 구글 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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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안에서
친구를 맺는 이유

좋은 친구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신뢰도
친구 숫자와 소통 정도는 페이스북 평가 시스템에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며, 실제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친구 숫자는 내 콘텐츠를 다른 사람의 뉴스피드를 통해 잘
전달하거나 사람들이 느끼는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친구 신청, 좋아요, 댓
글 등으로 반응을 보일 때 심리적인 부담이 줄여듭니다.

●

사람을 타고 흐르는 콘텐츠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의 광고보다 SNS가 더욱 강력한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의
힘 덕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사람들의 댓글과 좋아요 같은 공감, 그리고
공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콘텐츠는 매일 수없이 쌓
이는 다른 콘텐츠에 밀려 사라지고 맙니다.

●

관계자에 대한 이해도 상승
비즈니스에서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프라인 만남이나
한 명씩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뉴스피드를 통해 고객, 협력처, 동종업계 소식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나눌 수
있고 오프라인의 공간, 시간 제약과 비용 문제로 고용할 수 없었던 전문가들의 지원
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구글 드라이브 등 협업 도구를 어떤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공급 조직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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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운영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

좋은 비즈니스 고객층
오프라인의 친인척이나 친한 친구들은 많은 응원을 하고 도움을 주지만 업무 파트
너나 고객군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매우 가까운 관계라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통
화하고, 메신저(카카오톡 등)를 하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미 그룹을 형성한
경우는 밴드 등의 폐쇄형 그룹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이와 달리 SNS에서 맺는 친구들은 명함을 주고 받는 사회적 영역과 일치합니다.
적절히 서로 사회적인 예의를 지키고, 지불할 것을 정당하게 지불하는 관계입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자신을 공개할 만큼 적절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층이므로 많은 경우에 매우 좋은 비즈니스 고객층이 됩니다.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배려하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
습니다. 전화나 문자 주문 또는 한번 보고 마는 관계에서는 짧은 시간에 매우 감
정적인 표현이 오갈 수 있어 불편한 비즈니스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SNS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고객도 자신의 이미지와 네트워크를 고려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만의 관계보다 월등히 좋은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

SNS의 소통 자체가 마케팅
SNS 안에서 자신의 지역과 사업을 공개한 상태에서 친구를 맺고, 그룹에서 토론하

고 협업하며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글, 댓글, 답글, 좋아요, 공유하기 같은 모든 활동
이 브랜드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확장, 강화하는 마케팅이 됩니다. 고객은 다른 곳에
서 만나고 SNS에서는 관련 없는 사람들과 사적인 활동만 한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 꼴입니다. 고객군에 해당하는 분들과 SNS에서 친구를 맺고
활동하면 시간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빨리
좋은
친구를

많이

오래

LESSON 1 SNS 안에서 친구를 맺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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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객에게 소속감과
결속력 전하기

고객에게 소속감과 결속력을 전달하는 일은 비즈니스에서 브랜드 구축이라는
별도의 타이틀을 부여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브랜드 구
축을 매우 어렵게 느끼다 보니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맹을 하기도 합니다.
독립 매장이든 가맹 형태이든 도움이 되는 SNS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
니다.

브랜드 구축의 시작
브랜드 구축의 시작은 고객이 가질 이미지를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
급자 스스로가 이미지를 가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를 기다린다면
매우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그 사이 낮은 생존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
족한 대로 이미지를 정리해서 제시하고 고객과 함께 수정 보완해 가는 것이 낫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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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고객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

#스마트워크 #SNS_글쓰기 #문청사례 #QR코드_마케팅
비즈니스는 마켓의 상황과 필요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당연히 마케팅의 시작점은 마켓이어야 하
며, 고객으로부터 보고 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예전에는 시간과 비용 때
문에 고객과의 소통이 매우 어려웠지만, 지금은 SNS와 스마트폰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LESSON 8 고객에게 소속감과 결속력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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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7

고객에게 후기
유도하기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고객과 예비 고객은 대부분 전문적인 콘텐츠보다 다양한
후기를 원합니다. 이미 경험한 고객의 후기는 다양한 입장과 상황에 대한 정보
가 들어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작
성한 콘텐츠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충실한 기초 정보를 담을 수 있지만, 소
비자는 광고로 생각해서 신뢰가 매우 낮을 수도 있습니다.

후기의 종류

댓글

설명

후기 남기는 곳

장점

단점

댓글로 후기 남기기

네이버/다음의 지역

접근이 손쉬워 후

구글이나 네이버 등

시스템적으로 가장

업체 정보

기를 남길 확률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

잘 갖춰져 있음

배달 앱 등을 통한

높음

색이 안 됨

후기

구매 혹은 방문에

클린 후기라는 말

쇼핑몰 및 오픈몰

영향을 미침

이 생겨날 정도로

관리가 비교적 쉬움

조작이 가능하여
신뢰도가 낮음
상투적이고 짧은 후
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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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
태그

설명

후기 남기는 곳

장점

단점

해시태그를 제시하

각종 인스타그램, 페

소셜미디어의 특성

부정적 콘텐츠에 대

여 후기 유도

이스북, 카카오스토

으로 친구들에게 전

한 대비 필요

리 등 이미지를 중

달되어 타깃층에게

개인 채널에 남기므

심으로 한 소셜웹

노출 유리

로 콘텐츠 관리의

채널

노출된 사용자로 하

어려움

여금 해시태그로 유

혜택을 받고 바로

도 가능

지우는 경우도 생김

후기 작성자와 친구
맺기, 팔로우 등으로
관계 맺기가 편리
미디어

상품을 구매 혹은

블로그, 유튜브 등

검색이 상당히 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제 경험

개인 미디어

됨

무상으로 제공받거

을 사진, 동영상, 글

자세한 설명으로 많

나 대가를 받고 작

등으로 나누는 것

은 정보를 전달해

성한 콘텐츠는 반드

구매 전 정보 수집

시 표기하도록 정책

을 하는 소비자에게

이 바뀜

도움

많은 콘텐츠가 생성
되기 어려움(비용 필
요)

●

댓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영문 님의 지리산 자연밥상 후기

LESSON 7 고객에게 후기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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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양평포레스트팬션의

●

미디어: 고재영 빵집의 블로그 리뷰

인스타그램 후기

좋은 후기 유도 전략
●

긍정적인 기본 후기: 댓글 후기의 경우 기존에 몇 개는 있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상
품이나 지역업체 등록, 배달 앱 등을 활용할 때 초반에 긍정적인 댓글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절한 혜택: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등 오픈몰 경우는 내부에 포인트나 쿠폰 등을
지급하거나, 방문 고객에게는 음료수나 간단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의 적절한 혜
택이 중요합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은 긍정적인 후기를 남길 확률이 높습니다.

●

해시태그, 제목, 키워드를 소비자 입장에서 정하기: 상점을 나타내는 해시태그, 그
리고 상품 및 서비스들에 적절하게 나열하거나 상점을 대표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함께 표현해 주면 후기를 남길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메뉴판, 간판, 인테리어, 상품
설명 등 고객의 눈이 머무르는 곳에 문장보다는 간략하고 강렬한 단어들로 정리해
놓습니다. 기존의 우수 후기들을 상품 설명에 나열하거나 인쇄해 벽에 붙여서 어떤
식으로 후기를 남겨야 할지 힌트를 주는 역할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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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소상공인을
위한
콘텐츠 마케팅

#차별화된_콘텐츠 #스토리빌딩 #라방 #유튜브마케팅
고객은 구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친구와 서로 공유하며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고 설득력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양한 채널들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LESSON 7 고객에게 후기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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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3

제작부터 공유까지
가성비 좋은 카드 뉴스

각종 정보의 90%가 모바일에서 소비되고 또 SNS 안에서 공유됩니다. 그러다
보니 텍스트 중심의 콘텐츠는 잘 읽히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자 ‘카드 뉴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카드 뉴스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문서
들이 스마트폰과 SNS에 맞게 변형된 모습입니다. 대표하는 이미지와 적정량
의 텍스트가 합쳐진 이 형식은 앞으로도 계속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카드 뉴스의 장점
1. 스마트폰에서 빠르게 읽기 편합니다.

카드 뉴스는 주로 정사각형을 사용하므로 가로와 세로 화면 모두 무난히 읽을 수
있고, 여백에 좋아요를 표현하거나 댓글을 달기가 편안합니다. 또 텍스트와 함께
적절한 이미지가 함께 첨부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됩니다.
2. 공유 및 저장하기 좋습니다.

한 장씩 낱개의 이미지로도 활용이 가능한 카드 뉴스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 친구
들에게 공유하거나 저장하기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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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이벤트와 광고

#이벤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이벤트란 무엇일까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최대한 사람을 모으고 함께 소통한 것을
디지털 콘텐츠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해 효율적으로 확산시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SNS
마케팅에서는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증샷, 후기, 팔로우 이벤트 등을 생각해 보면 이벤트의
정의가 쉽게 다가올 겁니다.

LESSON 6 동영상 제작 및 운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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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기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사람들의 콘텐츠 검색이 핵심입니다. 인스타그램의 검
색/탐색을 잘 활용하면 노출을 향상시켜서 새로운 사용자와 만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 사업에 적합한 해시태그를 찾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
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색(인기, 계정, 태그, 장소)하기
앱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웹사이트에서도 검색할 수 있지만, 웹사이트는 카
테고리별 검색이 안 됩니다. 사람이나 해시태그를 검색할 때 ‘@’이나 ‘#’을 키
워드 앞에 추가합니다. 해시태그로 검색 시 각 해시태그의 게시물 수를 보여
주므로 어떤 해시태그가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창에서는 상위 9개의 게시물이 가장 눈에 잘 띕니다. 인기 게시물은 좋
아요나 댓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상단에 게시물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은, 결국 많은 팔로워가 참여할 관련성이 높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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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로 검색했을 때 인기 게시물 검색 결과

계정과 장소로 검색했을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LESSON 3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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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홍보 방법
첫째, 고해상도 사진을 사용합니다. 해상도가 높은 사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최대 너비 1080p까지 해상도 높은 이미지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사진의 확대 기능도 제공합니다.
둘째, 나의 팔로워가 활동하는 시간에 글을 업로드합니다. 인스타그램 검색 최
적화의 기본은 잠재 타깃 고객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에 올리는 것입니
다. 그러면 타깃 고객이 인스타그램에서 사진과 영상을 찾을 때 검색 결과 상
단에 내 게시물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프로필이
있다면, 인스타그램 인사이트에서 팔로워들이 가장 활발한 요일과 시간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인사이트]를 터치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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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가치의
네트워킹으로
경쟁을 넘어서기

#소셜링크 #광고홍보 #거미줄과_같이_연결된_SNS
아날로그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던 연결 가치를 스마트폰과 소셜웹에서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컴퓨터와 웹,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연결에는 어떤 게 있
고, 어떻게 연결해야 하며, 또 누릴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LESSON 3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기

335

LESSON

1

연결 가치의
기초

소규모 사업자는 이웃과 잘 지내기를 원하다가도 보이지 않는 데서 크고 작은
이익에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발달하는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의 힘도 광고, 홍보를 위한 노출에 집중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곳에서도 무한
경쟁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어 갑니다. 상인회나 상권, 상가 등에서도 그러한
면을 의식해서인지 ICT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의 참여도는 매우 높고 열의를
보입니다. 그러다가도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노출 문제에 도달하면 극단적
인 집중을 보이거나 이웃 간의 관계를 의식해서 실행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SNS에서는 가까운 분끼리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철저하게 협력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연결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서 즉시 누리는 시대입니
다.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하게 느껴지는 말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
배’는 각자 구슬만 열심히 만들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업 지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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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연결하기
사업의 기초는 공급, 기술, 마케팅, 소비 등 내/외부 네트워크입니다. SNS 마
케팅의 대부분도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온라인상의 거의 모든 거점과 콘
텐츠는 일정한 주소를 갖습니다. 바로 웹브라우저 상단에서 쉽게 볼 수 있
고 각 글이나 사진, 영상의 더 보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 웹 주소입니다.
URL을 찾아서 복사하고 필요한 곳에 넣어서 연결하는 것이 기초 중의 기초입
니다. 그 연결을 스마트폰으로 좀더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단축 주소와 QR코
드이며, 각 앱과 웹의 기본 기능으로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개인, 사업체, 이해관계자, 그룹 간의 연결과 가치,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
습니다.

LESSON 1 연결 가치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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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기호/숫자]

댓글 164, 168

사진첩 318

@ 163, 167

데이터랩 028

생방송 037, 302

3D 사진 321

동기화 106, 227

섬네일 296

[영문]

ㄹ

bit.ly 182

소셜 342

라벨 084

Canva 255

소셜 링크 066, 339

라이브 방송 037

ICT 336

소셜홈 077

리멤버 126

PEST 018

쇼루밍 039

리스크 301

Quik-GoPro 294

쇼핑인사이트 031

리치미디어 172

스마트워크 202

소모임 315

URL 단축 182
WEBSTA 330

ㅁ
마인드맵 344

ㄱ

매장 118

검색어트렌드 029

메리트 020

검색엔진 338

메모 084

게스트 262

멸치 294

경품 309

모루밍 039

교환권 309

미리 보기 288

구글 검색 등록 044
구글 트렌드 035

ㅂ

그룹 검색 092

백업 229

급상승검색어 028

밴드 132, 314

기반 콘텐츠 338

브랜드 130, 277
블로그 076, 285

ㄴ ㄷ

비대면 154

네비게이션에 등록 046

비동기 대화 017, 136

네이버 블로그 052

빅데이터 027

다음 검색 등록 044
단골 098, 137

ㅅ

답글 164, 168

사진 공작소 254

스마트 플레이스 041
스토리 131
스토리빌딩 131
스토리텔링 131
스프레드시트 124, 200, 204
시계부 140
시장조사 018

ㅇ
아이나비 047
아이스브레이킹 300
어시스턴트 152
에티켓 223
엑셀 124
역쇼루밍 039
연락처 105, 127
오픈톡 157
온라인 상점 020
온오프믹스 사이트 315
옴니 채널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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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채널 039

챗봇 155

페이스북 054, 117, 284, 309,

용량 229

체리피커 302

318, 349

웹사이트 066

체크리스트 085, 090

페이스북 라이브 260

위키피디아 217

체크인 317

페이지 099

유관 그룹 101

포인트 309

유튜브 라이브 261

ㅋ

포즈 225

유튜브 크리에이터 헬퍼 296

카드 289

포토샵 219

음성 150

카카오톡 313

포토 앨범 233

이미지 태그 166

카카오 플러스 156

포토 어시스턴트 233

인스타그램 055, 324

카페 132

포토존 120

인스타그램 라이브 260

커뮤니케이션 223

폰트 242

인증샷 134

커버스토리 061, 341

프레젠테이션 074, 242, 344

인터뷰 019

콘셉트 021, 131

프로필 063, 070, 284

인트로 296

콘텐츠 016, 080, 138

프로필 사진 060

인트로메이커 296

쿠폰 309

필터 225

인포그래픽 027

크리에이터 268

인플루언서 326

클라우드 226

ㅎ

키네마스터 295

해시태그 049

ㅈ

키맨 091

허브 074

자산화 139

키워드 026

협업 202

자체 그룹 102

홈페이지 076

지도 345

ㅌ

지역사회 304

테마 341

지역통계 032

텍스트 241
템플릿 277

ㅊ

트위터 301

차별화 214

티맵 046

채널 070, 132
채팅 154

ㅍ

채팅방 132

팔로워 301
패널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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