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마케팅 가이드북 

성공적인 페이스북 마케팅과 
비즈니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관한 모든 것 

본 E-book은  판매업체들의 페이스북 마케팅을 위한 가이드북으로 제작, 편집 수정

되었으며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Wishpond  TechnologiesLtd.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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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ishpond는 지난 2년 동안 크고 작은 판매업체들의 소셜 마케팅
을 도와드리며 그들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소셜 마케팅 분야에 뛰어들면서 수 많은 사례들을 접했고 많은 것들을 몸소 느
꼈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SNS 마케팅에 대한 이
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이드북은 페이스북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어느 정도 페이스북 마케팅을 접해 보신 분들에게도 많은 아이디어를 드릴 것입
니다. 이 가이드북이 부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

4–7 8–12
마케팅 전략 짜기 
- 페이지에 어떤 마케팅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요? 
- 진행상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요?
- 페이지 관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 브랜드 고유 특성은 무엇인가요? 
- 사람들이 어떻게 페이지를 찾을 수 있나요?

13–17
페이스 구성 이해하기
- 페이스북 살펴보기 
- 페이지 만들기 
- 페이지 디자인 하기 

18–23
기본 프로모션과 커뮤니티 관리 
- 콘텐츠 포스팅과 관리
- 페이지 인사이트
- 마케팅 앱 
- 광고하기 

24
유용한 추가 정보 

연구 결과 & 분석
- 경쟁력있는 예산 수립과
  자원에 관한 평가                 
- 경쟁업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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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결과와 분석
자, 그럼 페이스북 마케팅을 위한 가장 첫단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 시작점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마케팅을 하기 위해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에 부딫혀 있는 지 그리고 대중에게 인기있는 페이스북 브랜드들은 어떻게 활동
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출처 :   http://newsroom.fb.com/content/default.aspx?NewsAreaId=22      http://blog.nielsen.com/nielsenwire/online_mobile/august-2011-top-us-web-brands     Facebook SEC Filing

http://newsroom.fb.com/content/default.aspx?NewsAreaId=22
http://blog.nielsen.com/nielsenwire/online_mobile/august-2011-top-us-web-brands
http://www.sec.gov/Archives/edgar/data/1326801/000119312512034517/d287954ds1.htm#toc287954_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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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있는 예산수립과 
자원에 관한 평가 

시작하기전에 여러분은 과연 페이스북 
마케팅에 무슨자원과 얼마만큼의 예산을 
할당해야할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것입니다. SNS의 특성상, 많은 마케
팅 활동들이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
이라 할지라도, 자원관리에 있어서는 분
명 일정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페이지 관리 (흔히 커뮤
니티 관리라고 불리는)를 맡김으로써 
해당 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효과적
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
세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 역할에 전념
할 사람을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마
케팅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이러한 관리 
업무를 추가시켜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비용적인 면에서 여건이 된다면, 되도
록 예산 설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산은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의 활용부터 페이스북 광고까지 다양한 홍
보활동에 쓰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 대단하지 않은 예산 (한달 50
만원이하의)이라 할지라도 페이스북 마케
팅의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따라 마케팅 단계를 진행하
다보면 여러분은 명백하게 측정 가능한 목
표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의 투자 
(비용, 시간,노력)가 실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측정가능하며 구체적이야 합니다.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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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분석 

경쟁업체들의 페이스북에서 살펴보아야 할 항목 

본격적으로 마케팅산업에 뛰어들기에 앞서, 
경쟁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한 번 살펴
보세요. 그들이 팬들과 브랜드를 어떻게 연결
시키고 상호작용 하고 있는지를 둘러봄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여러가지실수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업체의 마케팅 활동
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차별화시킬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할 것입니다.

경쟁업체들의 페이
스북은 얼마나 활성
화되어있나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페이지를 업데이트 
하고 있나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을  하고 있나요 아니
면 실제로 팬들의 의
견을 듣고 실시간으
로 응답하며 상호작
용하고 있나요?

경품 행사, 스페셜 
오퍼등과 같은 것들 
을 열기 위한 특별
한 앱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팬들
을 보유하고 있나
요?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이 ‘그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나
요?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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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혁
신적인 브랜드들의 페이지를 만나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명 페이지들은  
이미 수백만명의 팬들을 상대하고 있지
만 초보자인 여러분들에게 페이지의 존
재를 알리기위한 중요한 사례 자료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fanpagelist.com에서 국가별로 가장 인기있는 페이지 브랜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몇몇 페이지들을 골라 그 페이지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스스
로 체크해보세요. 이러한 과정은 여러분이 앞으로 페이지를 운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 페이스북 성장 비율별로 페이지를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fanpagelist.com에서 어떤 페이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어떻게 활
동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살펴보아야 할 
성공적인 브랜드 페이지들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http://fanpagelist.com/category/brands/
http://fanpagelist.com/category/brands/
https://www.facebook.com/hm
https://www.facebook.com/cocacola
https://www.facebook.com/Starbucks
https://www.facebook.com/redbull
https://www.facebook.com/converse
https://www.facebook.com/victoriassecret
https://www.facebook.com/Zara
https://www.facebook.com/skittles
https://www.facebook.com/wal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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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케팅 전략 짜기
경쟁업체 분석을 끝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
케팅 전략을 짜도록 해봅시다. 

마케팅 전략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로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안내지침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몸의 척추같은 중추적인 역
할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
라도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합시다.    

알고 계셨나요?

일반 인터넷 사용자보다 소셜 네트워크를 주로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커층이 평균 12%나 더 높은 수치로 온라인 쇼
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커들은 성일반 인터넷 사용자보다 47% 정도 
더 많이 옷, 신발, 악세사리등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검색을 위해 3 가지 이상의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
고 있는 사람들 중 60%가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를 통해 판
매업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소셜 네트워커의 53%가 브랜드를 팔로우합니다.

여러 분야의 회사들중 23%가 페이스북을 통해 고객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층을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고객을 얻는 
것이 더 어려우며 5~10배 정도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새로운 고객보다 재구매 하는 고객이 평균  67% 정도 
더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60%

47%

53%

23%

10x

67%
출처
http://www.allfacebook.com/facebook-crm-2011-10
http://www.inc.com/guides/2010/08/get-more-sales-from-existing-customers.html 
http://blog.nielsen.com/nielsenwire/social/

http://blog.nielsen.com/nielsenwire/online_mobile/august-2011-top-us-web-brands
http://www.inc.com/guides/2010/08/get-more-sales-from-existing-customers.html
http://blog.nielsen.com/nielsenwire/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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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 어떤 마케팅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요?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이드북 대로 경쟁
업체를 분석하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목표를 성취할 수 있
는 것인가에 관한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기로 했다면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마케팅 도
구의 선택과 자원의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할 질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1 페이지에 대한 
관심을 과연 
누구에게 얻고
싶은 것일까? 

2 어떻게하면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3 기존 고객들과의 
더 많은 거래를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4 페이지가 
기존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까? 

5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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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요?
페이지의 목표 설정을 확실히 하고 나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진행상황을 
측정할 기준 또는 방법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될 수 있는 측정 기준의 예 

페이지 팬 
숫자, 

증가율 

게시물 반응 
및 관련 활동

웹사이트로의 
트래픽 

판매량 증가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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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관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페이지 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확실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브랜
드의 소유주이거나 직접적인 관리자라면 이 것은 명백하게 
간단한 업무일테지만, 여러 사람이 페이지를 관리하게 된
다면 이 것은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지 관리의 전체적 권한을 한 사람에게 주어 
그 사람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페이지 관리에 관련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라면 포스트되는 콘텐츠들이 일관성있게, 정
확하게, 전체적인 목표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데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브랜드의 
고유 특성은 
무엇인가요?

만약 '팀'이 같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관여한다면, 브랜드 고
유 특성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가 더욱 중요합니다.  

페이스북 팬들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브랜드만의 
고유 특성을 보여주어 그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페이지의 콘텐츠 생성과 관리에 연관된 모
든 사람들이 어떤 것이 적절하며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지를 
이해하도록 만드십시오. 이러한 총제적인 이해와 브랜드에 대
한 판단력이 선행되어야 브랜드에 관한 오해 또는 이미지 손
상 없이 브랜드 특성을 페이스북 팬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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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어떻게 
페이지를 
찾을 수 있나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 성급하다보면 종종 간과되는 부분
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페이지를 찾을 것인가?’하는 것입
니다. 창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릴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지만  언
제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하죠. 

그 기본적인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페이스북 검색기능은 그 자체로은 완벽하지 않으며 결과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검색을 통하여 여러분의 페이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사 이메일 
하단에  페이지 
링크를 추가하세요 

4여러분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팬이 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고객들을 위한 
뉴스레터에 
페이지로의 링크를 
연결하세요

1

5

팀원들을 초대하여 팬이 
으로 만들고 그들의 친
구들 또한 초대될 수 있
도록 만드세요 

팬이 되는 것을 
권장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세요 

2

6

웹사이트에 
페이지 링크를 
추가하세요

고객들이 페이지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영수증 또는 송장등에 
간단한 문구 또는 노트를 
덧붙이세요 

3

7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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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패널 (Admin Panel)
관리자 패널을 펼치면 대략적인 페이지 활동, 인사이트, 받은 메
시지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패널은 오직 페
이지 관리자에게만 보여집니다. 

프로필 이미지 (Profile Image)
이 네모 상자에 들어갈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x세로가 180x 1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포스트하는 콘텐츠와 더불어 페이지  곳
곳에 프로필 이미지가 쓰이기 때문에  프로필 이미지 선택은 신
중하게 해야합니다.

미니 타임라인 (Mini Timeline)
페이지 활동을 시간대별로 선택하여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페이지를 개설한 비즈니스의 연혁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세지 (Messages)
이 기능은 관리자가  활성화/비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활성화 되어있을때 이용자가 개인적/직접적으로 페이
지 관리자에게 메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커버 이미지  (Cover Image)
페이지에서 시각적인 임팩트를 가장 강하게 남길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면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고르세요. 이미지는  851x315픽셀환경에서 제
일 잘 보여지며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가격 또는 구매 정보
• 연락 정보 (웹, 이메일, 실제주소 모두 불가함))
• 페이스북 기능을 이용한 추천 또는 홍보 (예 : ‘공유하기’ 또는 ‘좋아요’)
• “친구에게 소개해주세요” 또는 “지금 바로 구매해보세요”와 같은 직접

적인 행동 유도 문구.

3. 페이지 구성 이해하기

페이지살펴보기

페이지 상태 (Page Stats)
‘좋아요’의 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 장소에 체크인 
한 사람들의 수가 나타납니다.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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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명이 __ (페이지 명 )을(를) 좋아합니다. (Friends Who Like This)
이용자들이 페이지를 방문할 때 이미 해당 페이지를 좋아하고 있는 
이용자의 친구들이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의__ (페이지 명) 게시물 (Posts by Others)
최근 팬들이 작성한 모든 포스트가 해당 박스안에 수집되어 보여집니
다.

페이스북 앱 (Facebook Apps)
최대 4개까지의 앱이  페이지 상단 탭에 나타납니다. 사진앱이 항상 
가장 왼쪽 첫번 째 열에 위치하며 나머지 3가지 앱의 위치는 중요한 
순서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4가지 이상의 앱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의 앱들은 화살표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까지의 앱이 보여집니다)

내 소개 (About)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입
력하십시오.여기에 들어갈 문구는 페이지 관리 인터페이스의 기본 
정보 섹션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웹사이트로 링크를 추가
함으로써 웹사이트로의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 (Likes)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들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 좋아하는 페이지 목
록들이 이 곳에 나타납니다.  페이지 ‘좋아요’ 목록은  여러분의 고객
들 (B2B 비즈니스를 위한), 또는 공급업자들과 네트워크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맨 위에 고정하기 (Pinned Posts)
특정 포스트를 7일 동안 타임라인 제일 윗 쪽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어떠한 업데이트가 일어나도 아래로 밀려 내려가지 않
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관계
형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알림사항이나 스페셜 오퍼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이 기능을 사용해보십시오 

일반 포스트 (Regular Posts)
일반 포스트(마일스톤, 맨 위에 고정된 포스트, 하일라이트 된 포스
트를 제외한)는 타임라인의 양쪽에 나타납니다. 포스트에 이미지(이
미지들)가 있다면 그 이미지는 포스트 아래에  보여집니다. 포스트가 
더 이상 나타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하여 ‘페이지에서 숨기기’를 선택하십시오. 

하이라이트 (Starred Posts)
별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포스트를 하이라이트 (강조 )
할  수 있으며 이 하이라이트 포스트는 타임라인 양쪽 행
이 병합되어 나타납니다.  훌륭한 시각적 콘텐츠를 강조하
기 위해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십시오.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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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Milestones)
마일스톤은 한 회사의 연혁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회사의 창립 날짜, 새로운 제품 출시 
날짜등 중요한 날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기능을 사용해 보
세요. 마일스톤은 이미지를 포함하여 843x403 픽셀의 크
기에서 보여집니다.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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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만들기 

페이지에 관한 대략적인 이해와 분석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만들기는 사실 간단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https://www.facebook.com/pages/create.php
이동하여 한국어로 안내된 페이지 만들기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첫번째 단계는 카테고리를 고르는 
것입니다. 팬들이 찾기 쉽도록 적절한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나면  페이스북이 여러분만의 
비즈니스 페이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때 모든 
항목 (페이지 장소, 주소 등)들을  최대한 신중하게 
기입하도록 하세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정보를 수정하고 덧붙이는 번거
로운 작업을 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기억해야할 세 가지 사항 

웹사이트를 비롯하여 트위터, 블로그, 구글플러스등 소셜 프로필
로의 링크를 추가하세요.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스토어가 있다면, 위치와 영업시간에 관
한 상세 안내 정보를 제공하세요.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팬
들이 오프라인 스토어를 방문할 때 장소를 체크인하여 페이스북 
상에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방문한 팬들의 친구들에게까지 실제 
오프라인 스토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내 소개' 란에 들어갈 정보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세하게 기입
하세요. 여기에 들어갈 정보가 페이지에 대한 모든 정보, 페이지
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1

2

3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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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디자인하기  
페이지를 꾸밀 때 에 가장 중요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커버 이미지입니다. 훌륭한 커버 이미지는 
비즈니즈의 특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팬들의 팬들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키지요! 커버 이미지는
가로 세로 851 x 315 픽셀로 자동  조정됩니다. 크기가 작은 이미지은 확대되어 보여지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질 수 있
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큰 이미지를 업로드하도록 하세요.

다음의 항목들은 페이지 이용 규정
에 따른 커버이미지 제한 사항들입
니다.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아래 
항목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0% 할인", "웹사이트에서 다운
로드하세요"와 같은 가격 또는
구매 정보

• 웹 주소, 이메일, 우편 주소, 페이
지의 소개란에 나오는 기타 정보
와 같은 연락처 정보

• 좋아요 또는 공유하기 등 사용
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나 기타
페이스북 사이트의 기능에 대한
언급

• "지금 시작하세요" 또는 "친구들
에게 알리세요" 등과 같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내용

커버 이미지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프
로필 이미지입니다.이미지의 크기는 프
로필 이미지를 보는 이용자의 컴퓨터 화
면 크기에 따라 가로 세로 125x 125 픽
셀 또는 150 x 150 픽셀로 설정되어 있
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품질의 이미지
를 나타내기 위해 적어도 가로 세로 
180x180 이상의 이미지를 업로드 하도
록 하세요.

커버 이미지는 굵은 글씨로 되어있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흥미
로운 것을 선택하고 프로필 이미지로는  
비즈니스 로고를 쓸 것을 추천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페이지를 디자인
한다면, 팬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브랜
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필 정보 부분의 오른쪽에 위치한 탭에 
최대 12개까지의 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앱이 대표적으로 보이고 화살표를 
누르면 더 많은 앱을 볼 수 있습니다.)  

앱 개발자의 허용 여부에 따라 앱을 효과적으
로 나타낼 수 있는 아이콘을 직접 만들어서 나
타낼 수도 있습니다.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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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프로모션과 커뮤니티 관리

커뮤니티를 관리는 페이스북을 이용한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며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업무입니다. 
유명 페이스북 페이지들을 한 번 둘러보세요. 
커뮤니티에 관한 업데이트, 피드백등이 꾸준하게 
포스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 페이지들만 보고 너무 걱정할 필요
는 없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 
지원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실험 정신을 발휘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페이스북은 2012년 3월 30일을 기점으로 페이스북 플랫폼
과 타임라인 펼쳐보기 기능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팬의 17%가 게시물 작성자의 포스트 (글 또는 
사진)를 확인합니다. 

페이스북 전체 페이지 뷰 (Page View)중 62%가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 어집니다.

출처 : http://www.allfacebook.com/facebook-page-17-2012-01 http://
blog.nielsen.com/nielsenwire/social/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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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포스팅과 
관리

콘텐츠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유명 페이지들은 팬들
에게 정기적으로 흥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콘텐츠의 
제공은 새로운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새로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는 가의 여부는 팬의 인구 정보 (demographics)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매 주 3-7개의 콘텐츠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업데이트하는 것은 
오히려 팬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의  콘텐츠를 조금씩 올리는 것이 
팬들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포스트를 많이 올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결국 직접 실험삼아 해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팬들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

 올바른 포스트의 기준은 팬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1. 관련있는 여러가지 시각적 자료들과
함께 콘텐츠를 포스트하도록 하세요.
단순히 글로 된 콘텐츠보다 사진 또는
비디오를 포함하는 콘텐츠가 더 많은
팬들의 반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입니다.

2. 어떤 대화 메신저이든  대화창에는
최소두명 (또는 그 이상의) 대화 상대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화 상대자
들은 서로듣고 질문하는 등의 상호작
용을 할 수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
이 페이스북에도 적용됩니다. 팬들에
게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그들과 지속
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세요.

3. 페이스북의 고유 기능인 ‘Polls’ (막대그
래프)를 이용 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
나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고 싶어하는
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Polls는 만들기 쉬우며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Polls'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한 질문
만으로 훌륭한 팬들과계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가장 훌륭한 콘텐츠가 맨 위에 나타나
도록 고정 (맨 위로 고정하기 기능이용)
하여 콘텐츠를 강조(하이라이트 기능이
용)하세요. 이는 빠른 시간내에 더 많은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미지와 비디오를 하
이라이트하는 활동은 커뮤니티 내의
더 많은 팬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
록 도와줄 것입니다.

훌륭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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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인사이트 
페이스북 '인사이트' 는 마케팅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사용하기 어렵
지는 않으나 인사이트 내의 용어들의 의미
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접근하기 
인사이트를 보기 위해 페이지 관리자 패널
로 이동하세요. (오직 페이지 관리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인사이트라고 적힌 란에 
최신 인사이트 정보를 담은 작은 그래프가 
보일 것입니다. 모든 인사이트 정보를 보
기 위해 '전체 보기' 를 클릭하세요 

개요 

인사이트 상단에 보이는 메인 그래프를 
통해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게시물'의 수, '이에 대해 말한 
사람’, ‘주간 도달’ 의 증가 또는 감소 추이
를 나타냅니다. 

또한 인사이트를 '좋아요', ‘도달’,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들’ 로 세분화 하여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숫자 또는 비율
이 높을 수록 성공적으로 페이지를 운영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
의 카테고리 내에서 인구 정보와 위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또한 '광고 기반' 접근과 '유기
적 홍보 기반' 접근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
습니다. '광고 기반' 접근은 광고를 통한 노
출로 얻어진 접근 수를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유기적 홍보 기
반'을 통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접근 수를 얻
는 것입니다. 이 것은 팬들이 페이지의 콘
텐츠가 재미있고 관련있다고 생각하여 친
구들과 공유하거나 콘텐츠 관련하여 다른 
팬들과 상호 작용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페이지 게시물

인사이트의 메인 그래프 아래에 있는 '페이
지 게시물' 항목에서 개별 게시물에 관한 통
계를 볼 수 있습니다. 게시물 에 관한 통계 
자료는 아래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도달 - 포스트를 본 사람들의 수

• 관련 사용자 - 포스트를 클릭한 사람들의 수

•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 포스트와 관련하여
댓글을 남기거나 공유하는등의 활동을 한 사
람들의 수

• 전파성 - 게시물을 본 전체 사람들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게시물을 위의 네 가지 항목에 따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이 가장 효과적인
지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 인사이트는 페이지 활동을 평가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인사이트 이해하기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마케팅 앱 (Marketing Apps)
페이스북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는 앱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약 마
케팅에 활용할 특정한 앱을 찾고 있다면 예산과 요구 기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앱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내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Wishpond는 판매 업자분들을 위해 설계된 두 가지의 페이스북 앱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앱이 여러분의 페이스북 마케팅
을 위한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ishpond 소셜 스토어를 이용하면  
페이스북상에서도 얼마든지 근사하게 
스토어의 제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릭 한 번으로 웹사이트상의 
제품을 불러올 수 있고 항상 재고 목록
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Wishpond 공동 구매 이벤트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벤트에 참가할 때 그 이용자
의 친구들에게 참가 내역이 알려지기 때
문에 소식이 유기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
습니다. 이용자들이 참여할 때 입력하는 
정보는 후에 있을 또 다른 이벤트를 열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공동구매 이벤트

무료 체험 하기  
소셜스토어

무료 체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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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하기 
새로운 팬을 확보하는 데 가장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바로 매
력적이고 재미있는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써 만든 광고
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면 아무런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광고의 효과를 충분하게 보기위해서는 광고 관련 활동을 
도와줄 기반이 필요합니다. 

 '페이스북 광고' 는 새로운 팬의 확보뿐만아니라 실제 구매의사가 
있는 고객의 확보에 있어서도 아주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기능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광고를 만들기 전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목표 구매층을 설정하세요 

목표 구매층을 더욱 구체적으
로 설정할 수록 더 나은 결과
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
고 있기 때문에 목표 그룹별로 
별개의 광고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지역 

장소 체크인과 같은 페이스북
의 기능은 지역별 구매자 층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구 정보 

나이, 성별, 언어, 교육등 
여러 가지 인구 정보의 
특성 별로 목표 구매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관심사 

넓은 범주의 관심사 카테고리를 
가진 그룹과 구체적인 관심사를 
가진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별 구분 방법은 제품에 관
한 분명한 관심사를 드러낸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업자
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내 전체 광고 수익의 6.5% 이상이 페이스북으로 
나온 것이며, 페이스북은 광고 수익 50억 달러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50억 달러

출처 : http://www.emarketer.com/Article.aspx?
R=1008858&ecid=a6506033675d47f881651943c21c5ed4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혹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지리적 
지역의 목표 구매자를 설정하
는 것은 광고 비용의 낭비를 
막기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http://www.emarketer.com/Article.aspx?R=1008858&ecid=a6506033675d47f881651943c21c5e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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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페이지 관리자들이 기존 팬들을 광고 대상
에서 제외하고 싶어합니다. 페이스북 광고를 만들 때 
체크 박스에 표시를 하여 기존 팬들을 간단하게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팬 층을 늘일 수 있는 좋은 방법중 하나는 기존 팬들
의 친구들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팬들이 
친구들에게 이미 여러분의 브랜드에 관해 좋은 이야
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그들이 가진 
좋은 인상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그들 스스로 여러
분 페이지의 팬이 되도록 하세요.

만약 지금 Wishpond의 ‘공동구매 이벤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광고를 통해 이벤트 참여율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간의 광고 비용을 투자하여 여러분의 
'공동구매 이벤트'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관리자라면 누구나 그 콘텐츠
가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때 페이지의 훌륭한 콘텐츠를 퍼트리기 위해 광고 
기능을 이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읽도록 
하고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데는 페이스북 광고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약간의 비용을 투자하여 콘
텐츠를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팬 층을 획기적으
로 늘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기존 팬들을 광고대상에서 제외 시키세요. 

기존 팬들의  친구들을 목표로 설정하세요. 

훌륭한 콘텐츠를 퍼트리기 위해 광고 기능을 이용하세요. 

스페셜 오퍼 소식을 알리기 위해 광고 기능을 사용하세요.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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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용한 추가 정보
항상 페이지 기능을 최적화 하기 위해 페이지에 관한 업데이트 상황, 
최근 동향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아래의 링크들이 페이스북 페이
지에 관한  더 자세한 이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페이스북 고객센터- 페이지  

페이스북 관리자 모범 사례 

페이스북 고객센터 - 광고 및 스폰서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마케팅 페이지 

페이스북 커머스 페이지 

Wishpond on Twitter 

Wishpond on LinkedIn

Wishpond on Facebook

Wishpond Customer Group on Facebook 

The Wishpond Blog

Wishpond 역시 페이스북 소셜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정기
적으로 포스트하고 있습니다. Wishpond와 함께 소셜 마케팅 분야의 
최신 뉴스를 팔로우 해보세요! 

http://corp.wishpond.com/?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wishpondlogo
https://www.facebook.com/help?faq=203955942973503
https://www.facebook.com/help?page=133956243386200
https://www.facebook.com/help/?page=195623423828629
https://www.facebook.com/FacebookPages
https://www.facebook.com/marketing
https://www.facebook.com/commerce
https://twitter.com/#!/Wishpond
http://www.linkedin.com/company/wishpond
https://www.facebook.com/wishpond
https://www.facebook.com/groups/339765042725400/
http://corp.wishpond.com/blog/?utm_source=retailmktingguide&utm_medium=pdf&utm_campaign=blog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가이드북이 여러분의 페이스북 마케팅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면 
가까운 친구들과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Wishpond는 소셜 마케팅의 힘을 통해 많은 판매업체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익 창출과 새
로운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되는 앱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트위터로 공유하기

Wishpond 
공동구매 이벤트 

Wishpond 
소셜 스토어 

 info@wishpond.com    |   1-800-921-0167    |    www.wishpond.co.kr

링크드인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barbara@wishpond.com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https://twitter.com/intent/session?return_to=%2Fintent%2Ftweet%3Ftext%3DGet%2520the%2520ultimate%2520guide%2520to%2520retail%2520marketing%2520on%2520Facebook%26url%3Dhttp%3A%2F%2Fcorp.wishpond.com%2Fretail-marketing-on-facebook%2F%26via%3DWishpond&shortened_
https://www.facebook.com/sharer/sharer.php?u=goo.gl/9abDj
https://www.linkedin.com/uas/login?session_redirect=http%3A%2F%2Fwww%2Elinkedin%2Ecom%2FpostLogin%3Fsession_rikey%3DTFbMuFQnFsgmkR5d4cxMUPbxi1tvFotXD9Ru2nG2r7_vLNEW6X6Mwm-mwSorpvCXgJ1TjDdha7_8G-OnrVEwrMKZB1xolXZ0Tce%26l%3Dhttp%253A%252F%252Fwww%252Elinkedin%252Ecom%252FshareArticle%253Fsummary%253DA%252Bfree%252B25%252Bpage%252Bdownload%252Bthat%252Bhelps%252Byou%252Bget%252Bthe%252Bmost%252Bout%252Bof%252Byour%252BFacebook%252Bmarketing%2526url%253Dhttp%25253A%25252F%25252Fcorp%25252Ewishpond%25252Ecom%25252Fretail-marketing-on-facebook%25252F%2526title%253DFree%252BDownload%25253A%252BThe%252BUltimate%252BGuide%252Bto%252BRetail%252BMarketing%252Bon%252BFacebook%2526mini%253Dtrue%2526source%253DWishpond%26id%3D0%26b%3D7d9412f8-5bf8-42a2-8c0c-1444e7351ddb%26h%3DhfvP%26m%3DGET
http://www.wishpond.co.kr/social-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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