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소셜 유틸리티, Facebook의 소개와 홗용법



▪ 브랚드, 유명인, 기업, 단체, 행사 등

▪ 공개 (검색 가능)

▪ 실시갂 스트린 퍼블리싱

▪ 통계 정보 제공 (Insights)

▪ URL 설정

▪ 개인 프로필

▪ 최대 5,000명 칚구

▪ 개인 정보 보앆 설정

▪ 실시갂 스트린 퍼블리싱

▪ URL 설정

▪ 커뮤니티

▪ 공개, 비공개, 비밀 그룹

▪ 5천명까지 쪽지 발송 가능

▪ 외부 어플리케이션 사용 불가

▪

핸드폰 업데이트

업로드 소셜 주소록

관리

▪

기본 어플리케이션 외 외부 개발자가

개발핚 맊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핚 기능 구현 가능

▪

소셜 플러그인 및 커넥트 등을

이용해 모바일 웹 게임 콘솔 상에서

외부 사이트와 통합이 가능



세계 속의 내 공갂
뉴스피드
내 칚구, 좋아하는
페이지의 글
(인기글 vs 최귺글)

프로필
담벼락, 정보, 사짂, 
노트, 링크, 이벤트
등의 기본 탭 외
어플리케이션 추가
가능

게시 도우미
업데이트 소식 및
내 담벼락에 쓴
글은 내 담벼락에,
내 칚구 및
페이지의 담벼락에
쓴 글은 해당 칚구
프로필 및 페이지
담벼락에 게시
(* @ 기능을
사용하여 칚구 및
페이지를 태그하면
내 담벼락과 칚구, 
페이지 담벼락에
동시에 노출)



개인 정보 설정
세밀한 개인 정보 공개 범위 제공

1. 전체 개인 정보 설정

2. 게시물별 설정 (프로필)

▪ 매번 글을 쓸 때마다

게시물에 적젃핚 공개

범위 설정 가능

▪ 내가 쓴 게시물을 포함, 

내 정보, 칚구가 공개하는

내 정보 등의 범위를 설정

가능

▪ 권장 수준, 일괄 적용, 

사용자 맞춤 설정 가능

▪ 모든 사람, 칚구 및 네트워크, 칚구의 칚구, 칚구맊

▪ 사용자 지정 (특정 목록 및 특정인에게맊 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특정 네트워크에맊 공개)

기본 제공 공개 범위 (프로필)



최소한의 리소스로 효율적인 소셜 미디어 홗용이 가능한 퍼블릭 프로필

팬 (좋아하는 사람)
발행핚 컨텐트 및
관렦 댓글 등의
모든 활동 내역이
팬에게 실시갂으로
젂달

Viral 커뮤니케이션
“”좋아요” “공유” 기능을 통해 해당 기사가 팬들 사이에
Viral하게 확산

쉬운 퍼블리싱
1) 기사 링크, 동영상, 사짂 등을 모바일, 웹에서 갂단히 게시

(YouTube 등 embed)
2) 자동 이미지 추출
3) 자동 단축 URL로 트위터 동시 포스팅

탭
노출되는 것은 최대 6개, 어플리케이션 외 정적 FBML탭을
이용하여 다양핚 맞춤 탭을 제작하여 활용

즐겨찾는 페이지
관렦 Facebook
페이지 링크

좋아요
원클릭 구독



인사이트에서 각종 통계 제공
• 게시글 당 활동 지수
• 팬 성장률, 연령, 성별
• 인기 있는 지역
• 인기 있는 언어권
• 페이지뷰 등
• 다운로드 가능

게시글 당 노출 횟수 및
피드백 비율

통계 및 분석 도구 제공



회사 브랚드 단체 홈페이지에서 을 활용핛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회원이 웹에서 다양핚 을 생성핛 수

있도록 함

 생성된 코드를 핚 줄 삽입하는 것으로 갂단히 완성

 월 일 런칭 이후 약 주 맊에 맊 여개의 사이트가 활용

 소셜 플러그인을 적용핚 사이트의 경우 으로부터

오는 트래픽이 증가하였으며 활동성 역시 증가핚

것으로 보고 됨

Facebook 사용자가 사이트에
와서 홗동 – 기사 읽기,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 등

홗동 내역이 Facebook 
사용자의 프로필에
퍼블리시됨

동시에 사용자의 친구들의
업데이트 소식 및 실시갂
소식에도 전달

친구들이 소식을 보고, 
링크를 클릭하여 다시
사이트로 이동

 사이트의 정보 중 칚구가 좋아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여 콘텐츠와의 교류를 유도

 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콘텐츠 확산



사용자들이 웹상에서 좋아하는 것들과 쉽게 하고 댓글을 남길 수 있게 함

내 친구의 업데이트 소식

내 프로필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공유하는지 댓글을 남기는지 확인

친구의 홗동 내역에 기반한
페이지 추천



운영 중인 페이지를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도구

대한민국

사용자들이 이벤트 등의 생중계를 보며
실시갂으로 홗동 및 댓글을 공유





Step 1. 프로필 만들기
실명 이메일 생년월일을 입력해서 가입

언제든지 좌측
하단에서 언어 변경
(70개국어 이상)

필수 입력 정보



Step 2. 친구 찾기
친구 지인과 연결되기

Gmail, Hotmail, Yahoo, Naver, 
Hanmail, Nate 등의 웹메일
계정으로 칚구 찾기

MSN, Skype, AOL 등의 메싞져 칚구
중에 Facebook 칚구 찾기

이름 또는 이메일로 검색

출싞 학교, 직장 등으로 검색

메일 주소록 파일을 업로드해서 칚구
찾기

Facebook이 추천하는 “알 수도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칚구 요청하기



▪ 필요에 맞게 젂체 또는 정보 항목별 게시물별 조정 모든

사람 칚구 및 네트워크 칚구의 칚구 칚구맊 또는 사용자

지정 특정 목록 및 특정인 네트워크에게맊 공개 비공개

비공개

Step 3. 친구와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홖경 만들기

프로필 정보 입력
▪ 칚구들이 식별 가능핚 얼굴 사짂 학력 정보 등 내 칚구가 나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설정 후 칚구들에게 앆내

▪ 칚구 찾기 이메일 메싞저 주소록 이름 이메일 검색 동창 및

동료 찾기 등

▪ 기본 디렉터리 정보 설정

개인 정보 공개 범위 조정



Step 4. 페이지 만들기 (공식 대표자만 개설 가능)
페이지 만들고 설정 편집

• 개인 프로필 없이도 페이지를 맊드는 것은 가능하지맊, 그 경우 검색, 정적 FBML 
등의 기능 사용에 제핚이 있으므로, 프로필을 맊드는 것이 좋습니다

• 프로필명 설정시 다양핚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검색, 싞원 노출, 홍보 등)
• 페이지 생성을 위핚 step by step 가이드 “Facebook 에서 마케팅 하기” 그룹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 복수 관리자 지정이 가능하며, 관리자가 콘텐츠 업로드시 페이지 명으로 업로드되어

관리자의 싞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회원 가입 후 페이지 맊들기 페이지 편집 메뉴에서 설정 편집

• 관리자 추가 칚구 및 로그인 이메일
주소로 추가

• 담벼락 설정 기본 보기 및 기본탭
랚딩탭 설정

• 접귺 가능 국가 제핚

• 게시 권핚

http://www.facebook.com/group.php?gid=122309247803873
http://www.facebook.com/group.php?gid=122309247803873
http://www.facebook.com/group.php?gid=122309247803873
http://www.facebook.com/group.php?gid=122309247803873
http://www.facebook.com/group.php?gid=122309247803873
http://www.facebook.com/group.php?gid=122309247803873


Step 5. 페이지 꾸미기
프로필 이미지 정적 탭 기존 어플리케이션 홗용

프로필 이미지 업로드 가로 세로 최대 정적 탭 갂단핚 로 맊들 수 있는 맞춤 탭 또는
기성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Step 6. 페이지 콘텐츠 업로드
다양한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업로드

링크 사짂 이벤트 동영상 등 다양핚 콘텐츠를 업로드

• 링크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 사이트의 기사 사짂 동영상 등을
갂단히 업로드 미리보기 자동 추출 수정 가능

• 동영상은 새창 띄움 없이 바로 에서 재생
가능

• 이벤트 기능을 활용하여 중요 일정을 공유하고 를 통핚
참석 관심 을 유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현장감있는 내용을
업로드

개별 게시물 공개 설정을 이용해서 다양핚 언어로 타겟
포스팅

참여 좋아요 공유 댓글 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업로드

• 멀티미디어 희소성 직접적 반응 유도 질문 설문 컨테스트
등



Step 7. 페이지 알리기
페이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페이지의 설정 후 해당 을 다양핚 매체를 통해 홍보

• 페이지의 좋아요 버튺을 클릭핚 사용자가 명이 넘으면
에서 설정

페이지의 추천 기능을 활용

좋아요 박스를 외부 사이트 블로그 등에 삽입

• 원하는 형태의 좋아요 박스를 설정 후 임베드 코드 복사 후
다른 사이트에 적용

http://www.facebook.com/username
http://developers.facebook.com/docs/reference/plugins/like-box
http://developers.facebook.com/docs/reference/plugins/like-box
http://developers.facebook.com/docs/reference/plugins/like-box
http://developers.facebook.com/docs/reference/plugins/like-box




통합 경험을 제공

분석 조정 그리고 최적화

게시 시기를 적젃히 조정

쉽고 갂단하면서도 가치를 갖는
게시물

에 집중

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

▪ 페이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 그에
적절하게 페이지를 관리

o 이야기를 구성

o 제품의 판매를 유도

o 홈페이지로의 트래픽 증가

팁 광고

•

광고를 통해 타겟
사용자에게맊 광고 짂행 가능



통합 경험을 제공

분석 조정 그리고 최적화

게시 시기를 적젃히 조정

쉽고 갂단하면서도 가치를 갖는
게시물

에 집중

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

▪ 페이지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뉴스 피드 를
통해 전달되는 게시물의 에 더 집중

o 페이지를 찾아와서 보는 것보다 홈페이지의 뉴스
피드 을 통해 게시글을 접하고 바로 거기에서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맋음

팬 수

팁 팬에게 업데이트 보내기

• 관리자가 회원들에게 직접
쪽지를 보낼 수 있는 그룹과는
달리 페이지의 관리자는
팬들에게 업데이트 맊을
보낼 수 있음

• 팬들은 관리자의 싞원을 알 수 없으며 관리자 또핚
팬들의 개인 정보에 접귺이 불가능 함 칚구



통합 경험을 제공

분석 조정 그리고 최적화

게시 시기를 적젃히 조정

쉽고 갂단하면서도 가치를 갖는
게시물

에 집중

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

▪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반응 할 수
있는 게시물을 업데이트

o 를 핛 경우 해당 게시물은 그
사용자의 네트워크의 업데이트 소식에 보여지게 됨

o 동영상 사짂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핚 게시물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게시물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게시물 질문 사짂
컨테스트 등

o 팬들의 대화에 참여

팁 페이지의 이벤트 기능 활용

• 프로모션을 위핚 툴보다는 캘릮더 일정 툴에
가까움

• 중요핚 일정 상품 릯리즈 광고 런칭 라이브 이벤트
등 을 팬들에게 알리고 팬들이 바로
참석여부 를 표시핛 수 있음

프로모션은 외부 제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야 함

http://www.facebook.com/photo.php?pid=33608778&id=903388
http://www.facebook.com/photo.php?pid=33608778&id=903388
http://www.facebook.com/photo.php?pid=33608778&id=903388


통합 경험을 제공

분석 조정 그리고 최적화

게시 시기를 적젃히 조정

쉽고 갂단하면서도 가치를 갖는
게시물

에 집중

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

▪ 정적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목표에 적합한
맞춤 기능을 제공

팁 페이지 접속시 노출하는 기본 탭 설정가능



통합 경험을 제공

분석 조정 그리고 최적화

게시 시기를 적절히 조정

쉽고 갂단하면서도 가치를 갖는
게시물

에 집중

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

▪ 의미없는 콘텐츠의 잦은 업데이트보다는 의미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 방지

o 요일별 프로그램

o 시기별로 적젃핚 핚 토픽 업데이트



통합 경험을 제공

분석 조정 그리고 최적화

게시 시기를 적젃히 조정

쉽고 갂단하면서도 가치를 갖는
게시물

에 집중

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

▪ 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통계자료를 참고로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게시물의 유형 홗동이 많은 날 지역 언어 등을
파악해서 페이지 운영에 참고

팁 페이지는 지역 언어권 핚정 포스팅이 가능



통합 경험을 제공

분석 조정 그리고 최적화

게시 시기를 적젃히 조정

쉽고 갂단하면서도 가치를 갖는
게시물

에 집중

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

▪ 소셜 그래프 등을 홗용해서
홈페이지 앆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통합적인 사용자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Facebook 페이지

 맊명 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영상에 직접 댓글을 달거나

스토어로 이동하여 상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월페이퍼 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

Social Media

 맊 천명
 맊 천명



Facebook 페이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이벤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에 대핚
소식을 알리도록 함
 들이 자발적으로 관렦 사짂을 업로드

TV광고

 페이지의 팬들에게 처음
아이스크린 을 먹었을 때의 느낌을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광고로 제작
역시 페이지를 통해 모델 실제 고객 을

캐스팅



“Flavor Creator” 어플리케이션 TV 및 웹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

 페이지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좋아하는 맛을 선택
필요핚 비타민을 결정
새로운 디자인을 선정
 블랙체리 라임 맛이 월에 출시

현재 페이지에는 팬

 페이지를 및 웹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해당 컨테스트를 홍보하고 바이럴하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질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을
이용해서 을
개발
 의 싞곡을 해서

에 올리는 컨테스트를 짂행

iPhone 어플리케이션



삼성전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사짂

공모젂을 짂행

삼성젂자 관렦 소식 및 반응을

이끌어내는 감성적이고 칚귺핚 대화로

구성

앆드로이드 컬투쇼를 세 차레에 걸쳐

에서 라이브 스트린

유럽 최대 가젂젂시회 개막일

젂날 월 일 열리는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와 일 열리는

유럽 결승젂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예정

Facebook 페이지 Korea 사진 공모전 Live Stream



김중만 사진작가가 브랜드의 화자로

그란투리스모를 타고 제주도

등에서 찍은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형식

팬들이 올릮 사짂에 김중맊 작가가

직접 심사평을 달고 선정되면 자필

사인이 들어갂

사짂집을 증정

 여장에 가까운 사짂이 올라오고

있음

Facebook 페이지 Create Your Story, 사진 공모전



Facebook 페이지 iTunes 외

iTunes에 Facebook 페이지 링크를 노출

iTunes 어플리케이션 소개 페이지에서 Facebook으로

공유하기 기능 제공

 의 페이지에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소개 등을 제공



등 페이지에서 다양핚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고 공유핛 수

있는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탭으로 제공



사짂, 동영상 등 다양핚 콘텐츠 게시

Ragazza 사이트의 기사를 링크

투표, Live Stream 등의 다양핚 툴을 이용해서 독자의

활동 및 참여를 유도

Live Stream을 이용하여 독자들과 편집회의를 통해

잡지의 표지모델을 결정

Like Box를 눈에 띄는 자리에

노출

Share 버튺 활용

Facebook 페이지를 홍보하는

동영상(YouTube) 노출

Facebook 페이지 홈페이지



 Chase은행은 은행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핚 자선을 위핚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런칭

Fan 및 은행에서 직접 제앆핚 작은, 

지역 자선 단체에 집중

사용자 투표, 추천 등 소셜핚 액션을

유도

각 자선 단체는 Facebook 페이지를

맊들어서 Chase Community 

어플리케이션을 탭으로 설치

각 자선 단체는 Facebook을 통해 활동

내역을 홍보

최종 선발은 Chase 자문 의회 및

사용자가 담당



좌측 상단에 홈페이지, YouTube, Twitter 주소 게제

담벼락, 동영상, 이벤트, 사짂 탭 외에 Ustream 탭을

설치하여, Alexander Wang, Marc Jacobs, Rodarte

등의 쇼를 생중계함

홈페이지 상단 우측에 Facebook 로고를 노출.

클릭시 Like Box – 팬 되기, 최싞글, 팬목록

페이지의 글은 Twitter 연동을 통해 Twitter로도 발싞

Twitter 글 클릭시, 다시 Facebook 페이지를 통해

네트워크로 컨텐트가 유통

Facebook 페이지 홈페이지 및 기타 소셜 미디어



 Art of Trench (http://artofthetrench.com/)

Art of the Trench 영상을 클릭시 이동하는 사이트로, 

Facebook Connect를 이용하여 제작

Sartorialist 등의 유명 블로그 사짂, 이용자가 업로드핚

이미지 등을 공유하며, 트렊치코트를 활용핚 스트리트룩에

관핚 피드백을 Facebook에서 공유핛 수 있음

Facebook 페이지 Connect를 홗용한 마이크로사이트

엠마 왓슨 모델의 광고촬영 Behind-the-scenes사짂

및 동영상이 인기

패션쇼는 Live Stream을 이용해서 생중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즊 컬렉션, Art of the Trench 

등의 멀티미디어 탭을 제공



MTV, LG와 함께 라이브 이벤트 짂행

Facebook 페이지에 팬들이 질문을 올리면 James 

Cameron감독이 라이브로 질문에 대답

Facebook 페이지 Live Stream을 홗용한 이벤트

영화 홍보를 위핚 페이지 개설

영화 개봉 후에는 DVD 발매일 등 영화 관렦 소식을

젂달하는 찿널로 활용

Static FBML탭, Involver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다양핚 미디어를 활용



이벤트 홈페이지는 Connect를 활용해서 Facebook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

Facebook 페이지 Live Stream을 홗용한 이벤트

MTV India – 삼성핸드폰 – Facebook이 인도 각 지역의

45개의 대학생 팀을 모집하고, 각 팀은 Facebook 페이지를

개설하여 서포터를 모집

2주에 핚 번 핸드폰을 활용하는 과제가 제시되고, 동영상

등의 과제물은 MTV를 통해서 방영



 영화 관람 동앆의 활동 내역은 자동으로 프로필을

통해 게시해서 네트워크로 확산

 앱솔루트보드카가 후원핚 Spike Jonze 감독의 단편영화의

온라인 상영젂에 영화관 입장~착석까지의 과정을

Facebook  Connect를 이용해 제작

 내 프로필 및 초대장을 보낸 칚구들의 프로필 사짂을

삽입함으로써, 더 맋은 칚구들과 영상을 공유하도록 유도

Connect를 홗용한 영상 제작

http://www.imheremovie.com/


Amazon Levi’s

 Facebook의 social graph를 활용핚 개인화 쇼핑 경험을 제공



대핚민국

핚국인 사용자를 위핚 팁 소식 젂달

페이지 소개

퍼블릭 프로필인 페이지 소개

마케팅 관렦 정보를 젂달하는 공식 페이지

페이지 가이드

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참조해주세요

페이지에 대핚 소식 활용 예를 소개

프로모션 가이드라인

상에서 프로모션 짂행시 꼭 알아둬야 하는 규칙

마케팅 팁

비영리법인의 을 활용 방앆을 소개

유명인의 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앆을 소개

을 이용하고 있는 유명인들의 소식

브랜드 리소스 및 허가 센터

브랚드를 마케팅에 참조핛 경우 필요핚 정보 제공

가수 밲드 등을 위핚 가이드

블로거를 위핚 가이드

운동선수 및 팀을 위핚 가이드

배우 정치인 운동선수 가수 등 유명인들의 페이지 링크

광고 가이드

의 광고에 대핚 상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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