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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진정으로
의미있는 사람들에게 광고하세요.
LinkedIn은 브랜드를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당신은 한 곳에서 세계적인 프로페셔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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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4.33억 명 이상의 전문가들은 LinkedIn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교환하고, 커리어를 성장시키며, 더욱 스마트하게
일합니다. 다 함께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가장 크고 세계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들은 지금 그리고 미래의 의사결정자,
인플루언서 그리고 리더들이며 여러분이 타겟으로 삼아야 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6,100 만 명

4,000 만 명

이상의 시니어 레벨 인플루언서

이상의 의사 결정자

2,200 만 명
이상의 대중적 부유층
(Mass Affluent)

LinkedIn을 사용하는

4.67억 명

1,000 만 명
이상의 오피니언 리더

이상의 프로페셔널

600 만 명

400 만 명

이상의 최고 경영자

이상의 IT 의사 결정자

300 만 명
이상의 MBA 졸업자

플랫폼 개요 | 4

LinkedIn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들과 연결해 줄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목적을 가지고 LinkedIn에 와서 산업 뉴스, 전문가 조언, 전문적인 교육, 피어(Peer) 인사이트 그리고 추천을
포함한 전문적인 콘텐츠를 이용합니다. LinkedIn에서 올바른 고객을 대상으로, 플랫폼과 전문가들이 연결된 방식에 맞는 제품을
통해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공유하여 당신을 목적을 달성하세요.

94%

#1

의 B2B 마케터들이 LinkedIn을

LinkedIn은 양질의 리드(Lead) 생성을 위해 가장

사용하여 콘텐츠를 배포합니다.1

탁월한 소셜 네트워크로 인정되었습니다.

1

B2B Content Marketing, 2016 Benchmarks, Content Marketing Institute/MarketingProfs.

2

The State of B2B Digital Marketing, Fall 2015, Demand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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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그동안 찾고 있었던 고객들을
프로페셔널한 환경에서 만나세요.
LinkedIn 멤버들은 각자의 커리어 목표를

현재 LinkedIn 피드에는 매주 90억 개 이상의

달성하기 위해 LinkedIn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콘텐츠 노출이 발생하며, 이는 피드에서

특히 LinkedIn을 찾는 이유는 다른

제공되는 구인관련 게시물보다 15배 많은

프로페셔널, 브랜드 그리고 새로운 기회와

콘텐츠 노출 횟수입니다. 대부분의 참여는

연결됨은 물론, 좀 더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57%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높은

이상의 멤버들이 LinkedIn 콘텐츠에 모바일로

가치의 콘텐츠와 연결되고자 함입니다.

접속하고 있습니다.

구인 게시물 보다

이것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비해

LinkedIn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명성이 있는

15 배

매우 다른 사고방식이자 의도입니다. 이런

고객들에게 직접 도달 할 수 있게 합니다.

의욕적인 사고방식이 현재 LinkedIn 피드에서

고객들이 LinkedIn 에서 활동하면서 당신의

매주 공유되는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확장된

메시지에 가장 수용적일 바로 그 때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과 관계를 형성하세요.

콘텐츠 노출 횟수는 프로필 업데이트부터

90 억
이상의 콘텐츠 노출 횟수

이상 많은 콘텐츠 노출 횟수

57%
의 멤버들이 모바일로 접속

미디어 콘텐츠, 기사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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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니지스를 고객들에게 단순한 인식의 단계에서 참여의
단계로 변화되길 원하는 여러분의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한
LinkedIn 사용 방법
목표를 정의하라
올바

른 대상

찾 아라

을

그들을 콘텐츠와
연결하라

향을
영
의
신
당
라
최적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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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정의하라
올바

른 대상
을
찾아라

그들을 콘텐츠와
연결하라

향을
당신의 영
라
최적 화 하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 정의
LinkedIn의 성공적인 광고 전략은 여러분의 목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LinkedIn을 사용하여 핵심성과지표(KPI)를 달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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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In을 사용하여 적임의 프로페셔널
고객과 콘텐츠를 공유해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세요.

목표를 정의하라
올바

른 대 상을
찾아라

그들을 콘텐츠와
연결하라

향을
당신의 영
라
하
화
최적

다양한 마케팅 목표에 맞추어 LinkedIn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생성

콘텐츠를 통해

양질의 리드(Lead) 생성과

구매 과정 초기 단계

고객 참여 유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진

플랫폼 개요 | 9

목표를 정의하라
올바

른 대상
을
찾아라

그들을 콘텐츠와
연결하라

향을
당신의 영
라
최적 화 하

가장 의미있는 대상 찾기
타겟 선정은 여러분의 LinkedIn에 마케팅을 성공 가능케 하는 핵심요소 입니다.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정확도를 가진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데이터를
마케터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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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객은 LinkedIn에 있습니다.

목표를 정의하라

멤버들이 직접 제공한 1st-Party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원하던 대상을
정확하게 타겟할 수 있습니다.

올바

른 대 상을
찾아라

그들을 콘텐츠와
연결하라

향을
당신의 영
라
하
화
최적

풍부한 인구통계 데이터

관심 기반 필터링

직무, 직급, 회사명, 지역,

LinkedIn에서 속한 그룹, 학습 분야,

산업군 등으로 필터링 가능

보유한 기술 등으로 고객을 타겟팅

멤버 성향 (Persona) 타겟팅

고객 데이터

구직자, 오피니언 리더, 비즈니스 여행자(Business Traveler)

고객 기반 마케팅(ABM)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와 같이 멤버들의 프로필과 행동을 기반으로한 타겟팅

LinkedIn의 800만 개 이상의 회사 페이지에 여러분의
목표 고객 목록을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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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반영되는 데이터, 멤버들이 공표한 정확한
데이터가 LinkedIn의 타게팅을 특별하게 합니다.
멤버의 LinkedIn 프로필은

직함, 회사, 지역, 산업군

관련 전문성 데이터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룹 멤버십

팔로우 중인 업체

학교,
전공 분야,
졸업연도

LinkedIn 계정 타게팅(Account Targeting)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주 고객들의
인플루언서와 의사 결정자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더 보기.

플랫폼 개요 | 12

목표를 정의하라
올바

른 대상
을
찾아라

그들을 콘텐츠와
연결하라

향을
당신의 영
라
최적 화 하

콘텐츠를 통해 관계를 만들어가세요.
스폰서 콘텐츠, 스폰서 인메일 그리고 다양한 디스플레이,
텍스트 및 다이내믹 광고 포맷 등을 통해 여러분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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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컨텐츠와 광고
채널을 함께 사용하세요.

목표를 정의하라
올바

른 대 상을
찾아라

그들을 콘텐츠와
연결하라

향을
당신의 영
라
하
화
최적

사용자의 프로그램의 성공을 측정할 척도 및 목표에 기반을 두고, 유기적
콘텐츠와 유료 광고를 균형 있게 활용하여, 구매 싸이클의 모든 단계에
있는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합니다.
사용자의 LinkedIn 회사 페이지, 쇼케이스 페이지, 장문의 포스팅 그리고
슬라이드쉐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콘텐츠를 배포하여 LinkedIn에서의
콘텐츠 및 브랜드를 유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 폭넓게 도달하려면 LinkedIn 피드, LinkedIn
Inbox 또는 다른 차별화된 네이티브 광고 포맷이나 일반 디스플레이 광고
포맷 등을 통해 당신의 가치 있는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쇼케이스 페이지는 여러분의 LinkedIn 회사 페이지의
확장 버전이며, 특정 비즈니스 라인이나 브랜드를
강조 또는 구분하여 관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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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In 스폰서 콘텐츠
전 세계 단 하나뿐인 프로페셔널 피드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관련 콘텐츠를 전달하고 의미있는 관계를
구축하세요.
앞서가는 마케터는, 고객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고려하고
구매하기까지의 고객 여정(Customer Journey)을 지나는 동안
가장 먼저 그리고 자주, 가장 유용한 콘텐츠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B2B 구매자의 74%는 유용한 콘텐츠로 자신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제공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합니다.1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고객이 정보 습득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프로페셔널들이 활발하게 공유하고 또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콘텐츠를 제공하세요.

꼭 맞게 설계된 유일한 플랫폼에서 여러분의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 정확한 1st-Party데이터를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 하세요.
• 비즈니스 의사결정자와 같은 프리미엄 고객을 위한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 고객들이 여러분의 브랜드와 프로페셔널한 관계 구축을 원할
때 콘텐츠를 노출시켜 관계를 만들어가세요.

비즈니스 의사결정자들의 연결이 가장 많은 곳에서 프리미엄
전문가 고객에게 도달하고 싶다면 스폰서 콘텐츠를 통해

광고하세요.
브랜드 인지도, 잠재 고객과의 관계, 고품질의 리드(Lead)
형성을 원한다면 스폰서 콘텐츠 광고를 시작하세요.

LinkedIn 스폰서 콘텐츠에 대해 더 알아보기

1

SAVO, Techniques of Social Selling: Just Do I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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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In 스폰서 인메일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있는 고객들에게 적시에, 또
편리하게 관련 개인 메시지를 보내세요.
맞춤형 메시지를 통해 고객들을 만나세요. 스폰서 인메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마케터가 전통적인 이메일 마케팅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멤버들이 LinkedIn 사이트에서 활동 중일 때만 메시지 전달
• 데스크톱 및 모바일 양쪽을 통해서 핵심 타겟 고객과 연결
• 깔끔한 LinkedIn 인박스 환경 내에서 맞춤형 메시지 보내기

LinkedIn을 통해 여러분의 의 잠재 고객과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연결하세요.

스폰서 인메일 사용: LinkedIn에서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잠재 고객과
연결하고 수신자를 고품질의 우위 또는 고객으로 바꾸어 준다.
고객과의 더 활발한 소통, 이벤트 참여, 다운로드 그리고 고품질의 리드
(Lead)창출 증가를 원한다면 스폰서 인메일을 시작하세요.

LinkedIn 스폰서 인메일에 대해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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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In 디스플레이 광고
프로페셔널하고 프리미엄한 광고 환경속에서 정확한 타게팅을 통해, 더 많은
잠재 구매자들에게 여러분의 광고를 노출시켜 의미있는 관계를 맺으세요.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고객들과 여러분의 브랜드를 구축하세요. 고정된 가격으로 여러분이 선호하는
고객에게 예정된 광고 노출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의미있는 고객들에게 여러분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 대상 고객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고 구매 사이클 초기에 인지도를 향상.
• 브랜드 세이프(Brand-Safe)한 환경에서 프리미엄 구매자들과의 연결을 촉진.
• IAB 표준 디스플레이 광고 포맷을 사용하여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활용.

LinkedIn 멤버들을 정확성 있게 타겟하여 브랜드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디스플레이 광고를 사용하세요.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 고객 여정(Customer Journey)의 첫
단계부터 여러분의 브랜드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이세요.

LinkedIn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 더 알아보기.

데스크톱 우측에 IAB 표준 디스플레이 광고 유닛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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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In 다이내믹 광고
LinkedIn에서 다이내믹 하게 생성된 맞춤형의 광고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들과 만나십시오.
고객 개개인의 LinkedIn 활동에 따라 맞춤방식으로 고객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다이내믹
광고를 시도해 보세요. LinkedIn 다이내믹 광고는 의사 결정자나 인플루언서에게 높은
관련성과 맞춤 크리에이티브로 정확하게 타게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의미있는 고객 관계형성: 양질의 Engagement, 트래픽 및 리드를 끌어내는
창의력으로 브랜드를 차별화
• 관계 구축: 독특한 광고 형식으로 관계를 성장시키고 브랜드의 LinkedIn 팔로워
수를 증가
• 정확한 타게팅: 멤버 프로필을 기본으로 한 1st-Party 데이터 타겟팅으로
가장 중요한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광고를 노출하세요.

다이내믹 광고: 타겟 고객에게 알맞는 맞춤화 광고로 브랜드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팔로워 수를 늘리고 양질의 Engagement 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면 다이내믹 광고를 시작하세요.

LinkedIn 다이내믹 광고에 대해 더 알아보기
데스크톱 우측에 IAB 표준 디스플레이 광고 유닛을 사용하여 맞춤형 광고를 노출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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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In 텍스트 광고
원하는 예산에 따라 정확한 타겟팅을 위한 맞춤형
캠페인을 단 몇 분만에 쉽게 만들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LinkedIn 텍스트 광고는 LinkedIn을 통해 마케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용이 쉽고, 간단한 셀프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광고를
셋팅하고 관리하며, 비용을 조절해 가면서 빠르게 여러분의 맞춤형 캠페인으로
최적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쉽게 시작하기: 최저 광고예산 약속의 부담없이, 쉽게 광고를 만들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타게팅: 멤버 프로필을 기본으로 한 1st-Party 데이터 타겟팅으로
가장 중요한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광고를 노출하세요.
• 양질의 리드(Lead)생성: 의사 결정자와 인플루언서와 같은 프리미엄
고객들과 연결하세요.

텍스트 광고 사용하기: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고객들과 연결하고
여러분의 웹사이트나 랜딩 페이지(Landing Page)로 직접 유도하세요.
셀프서비스 솔루션을 통해 손쉽게 양질의 리드(Lead)를 생성하는 광고를

자유롭게 비용을 조절하면서 양질의 리드(Lead)생성을 원한다면 텍스트

시작하세요. 텍스트 광고는 데스크톱의 오른쪽 컬럼 부분에 나타나며 4가지
형식(사각형, 세로, 수평 및 가로)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광고를 시작하세요.

LinkedIn 텍스트 광고에 대해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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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시작하기.
LinkedIn 마케팅 솔루션 플랫폼은 다양한 셀프서비스와 어카운트 팀
지원의 상품으로 어떤 규모의 비즈니스나 예산에도 집행 가능합니다.

셀프서비스
LinkedIn의 셀프서비스 상품들은 여러분이 직접 홍보물을 만들고 관리하며 예산을 세우기 매우
간단하고 편하도록 돕습니다.
텍스트 광고와 LinkedIn 스폰서 콘텐츠 광고는 LinkedIn Campaign Manager 툴을 통해 광고
계정을 만드는 것으로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LinkedIn 계정만 있으면 됩니다.
클릭당 광고료 지불(PPC)나 1,000회 노출 횟수당 비용(CPM) 지불 옵션으로, 사용과 이해가 쉬운
광고 분석툴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과를 추적, 여러분의 광고 전략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팀 지원
LinkedIn 마케팅 솔루션 팀은 텍스트 광고를 제외한 모든 광고 상품에 계정 관리와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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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정의하라
올바

른 대상
을
찾아라

그들을 콘텐츠와
연결하라

향을
당신의 영
라
최적 화 하

여러분의 마케팅 효과를 최적화하세요.
LinkedIn은 고객의 구매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의 캠페인 영향과
성과에 대해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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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In은 실용적인 인사이트과 주요
지표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마케팅
프로그램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목표를 정의하라
올바

른 대 상을
찾아라

그들을 콘텐츠와
연결하라

향을
당신의 영
라
하
화
최적

캠페인 성과

고객 통찰

소셜 활동 및 소통

목표로 한 노출 횟수, 평균 클릭률(CTR) 및

여러분의 콘텐츠를 클릭하는 LinkedIn 회원에

캠페인으로 얻은 유기적인 좋아요,

성공을 측정할 만한 다른 지표들을 보여줍니다.

대한 인구통계적(Demographic) 상세 정보 확인.

공유, 댓글 및 팔로우 트래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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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보고서 및 분석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적용 중인
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어떤 전략이 실효성이 있고 어떤 것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으로의 접근 방식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의하라
올바

른 대 상을
찾아라

그들을 콘텐츠와
연결하라

향을
당신의 영
라
하
화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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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In을 신뢰하는 150,000개 이상의 브랜드에 동참하세요.
구매 과정에서 빠른 인지도를 생성하고, 콘텐츠로 고객을 연결하며, 양질의 우위를 만들고,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는데 있어 150,000개 이상의 브랜드가 LinkedIn을 신뢰합니다.
아래에는 주요 고객들에게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LinkedIn을 사용하는 회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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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LinkedIn 마케팅 솔루션 전문가에게 지금 연락하세요.
각 상품에 대한 광고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LinkedIn 마케팅 솔루션 플랫폼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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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linkedin은 전 세계적으로 4.67억 이상의 의사결정자,
인플루언서 그리고 비즈니스 리더들을 포함, 가장 큰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전문가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marketing.linkedin.com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