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또는 서비스 홍보하는 법
마케팅은 단순한 광고 캠페인 이상의 것으로서 사업의 수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쇄 및 그래픽아트 매체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인쇄 매체는 팜플렛, 명함, 신문 광고, 잡지 등
다양한 선택안을 제공합니다.

•

팜플렛, 포스터 및 포장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명함은 여러분의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며, 가망고객이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역 신문 광고는 여러분의 지역사회 주민에게 접근하여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여러분의 사업체의 존재를 더 뚜렷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입니다.

•

잡지는 잡지가 다루는 주제들에 관심이 있는 특정 구독자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 매체
전자 매체는 그 내용에 접근하려면 전자기기가 필요한 모든 매체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 매체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이동기기 컨텐트 등입니다.

•

텔레비전 컨텐트는 시청자의 시간을 다른 어느 매체보다 많이 확보하며 일반 가정의
시청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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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는 비용효율적이며, 일반적으로 청취자들은 방송국의 프로그램 형식을 잘
따릅니다.

•

인터넷은 웹사이트 상에서나 이메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휴대폰 및 스마트폰은 고객의 이동기기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접근하는 마케팅 전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소셜 미디어 마케팅은 다양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객과 여러분의 사업체
사이의 온라인 교류를 촉진합니다.

추가적 홍보 아이디어
판촉물(펜, 열쇠고리, 달력 등)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는 개인 및 집단에 배포함으로써
여러분의 사업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조성하고 평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및 지역사회 참여 또한 사업체 홍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상품전시회, 토론회,
지역사회 활동 및 기타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가망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로 직접 알리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 홍보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여러분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설정된 목표에 대한 성공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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