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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소셜미디어 활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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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적인 채널관리

소셜미디어 허브 구축

이미지자료

고객소통, 정보전달

영상자료

도서관 공지,자료소개, 행사안내

공지사항 및 안내

1. 효율적인 채널관리

모든 소셜미디어 채널을 연계

블로그 퍼가기 페이스북 친구맺기 트위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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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메시지
(Core Message)

이슈메시지
(Issue Message)

스몰토크
(Small Talk)

도서관 공지 및 도서 자료소개

도서관련정보,
고객소통

Source: The PR

80%
도서관 행사, 이용교육

20%

2. 핵심콘텐츠 발굴

80%의 스몰토크 와 20%의 핵심, 이슈메시지 구성

구분 주요 컨텐츠

도서관 주요
커뮤니케이션

소재

- 도서관 공지사항 및 이용안내

- 도서관 주요 교육/행사/이벤트 안내

- 도서관 신간 및 추천자료(책, DVD)안내

- 도서관 활용 안내(Web DB, 전자저널 등)

고객 소통 및
공감 컨텐츠

소재

- 신간, 베스트셀러,독서방법 등

- 계절/날씨/요일/기념일 등의 시기성 주제

- 최신 사건 및 화제거리

- 일상 생각

- 일상 에피소드

- 일상 경험담

- 영화/음악/공연/TV 등의 문화정보

- 스포츠/레포츠/취미 관련 정보

- 일반 생활상식 정보

- 건강 관련 정보

- 경제 및 재무 관련

- 최고/최대

- 추천(명소, 맛집, 등)

- 하는 방법~~/~~(몇)가지 / 비법

- 추억/감성자극

2. 핵심콘텐츠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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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콘텐츠 발굴

고객이 반응하는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

명언, 인용구 ~하는 방법,최고, 추천 일상, 감성

3. 체계적인 관리 운영

1~2건
8:30~10:00
2:30~3:30

하루에 1~2건 이하 , 타겟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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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계적인 관리 운영

북모닝, 끄덕양;)) 덕도양!!

대화할 수 있는 캐릭터를 부여

3. 체계적인 관리 운영

80자 이내로 가능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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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계적인 관리 운영

구어체 와 이모티콘 으로 친근하게

3. 체계적인 관리 운영

연관된 이미지를 함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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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하게 가입자 이름 불러주기

3. 체계적인 관리 운영

3. 체계적인 관리 운영

덧글은 가능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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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계적인 관리 운영

시의 적절하게…

3. 체계적인 관리 운영

오자 탈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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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3천명 확보

고객확보전략
Awareness

고객관계전략
Engagement

광고, 쿠폰
제공 고객확보

친구초청
공유하기 진행

고객참여
이벤트 진행

고객수

런칭기 확산기 활성화기 유지기

공감 콘텐츠
및 정기이벤트

진행

Push 
Communication

Pull 
Communication

1. 기존 홈페이지 , 블로그, 뉴스레터 홍보

2. 도서관 내부 게시판 및 홍보채널 활용

3.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주요포털 검색등록 서비스 등록

4. 트위터(http://koreantweeters.com/) 및 페이스북
(http://apps.facebook.com/find_page/) 활용 등록 , XXX당 등의 가입

5. 가입이벤트 진행 (Fan가입 및 팔로잉 진행)

6. 관련 유사기관 및 타 도서관 홍보협조

7. 영향력 있는 주요 Big Mouse 친구연결

4.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든 채널을 활용한 홍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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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초기 고객확보를 위한 이벤트

부록경품(?)

4.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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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정기적인 설문조사, 퀴즈, 비교 이벤트

용기를 내어서 먼저 다가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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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처럼 다정하게

공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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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고 친근감 있게 애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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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www.marketcast.co.kr
E-mail:   trend@webpro.co.kr
Twitter:  @youforyou
Facebook: facebook.com/trendc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