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M교육방송 뉴스기사 포털 웹문서, 웹사이트, 트위터 등 검색 노출

 FM교육방송 방문자들의 정확한 포지셔닝으로 타겟 마케팅

 FM교육방송 블로그와 주요 포털 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메타 블로그 등 SNS 연동

 각 로컬방송국의 집단지성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행사 실시간 생중계로 고객층 확보

 FM교육방송 국내 유일무이한 ‘FCN 마케팅 시스템’으로 1타 50만 이상 홍보효과

 FM교육방송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지역 내 우리 업체만의 단독기사 발행으로 공공성 이미지 확보

 학부모 및 학생 방송기자단 운영으로 자연스러운 바이럴 마케팅 및 방송기자단 블로그 연대효과

 FM교육방송 중앙방송과 함께 하는 지식로또 생방송을 통해 지역내 전략적 독점 마케팅 효과

 포털사이트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포스트, 이미지 상위 노출로 타겟 신규고객 유입

 상호 연동 된 각 로컬방송국 관계자들의 각종 SNS를 통해 운영하는 로컬방송국으로 추가 확장 유입

FM교육방송은 다양한 제휴언론사와 채널들을 활용해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꾸밈없이 생중계

IPTV, 스마트TV, 모바일, PC, 페이스북, 유튜브, FM교육방송 로컬방송국 뉴스

로컬방송국 배너광고로 수익창출

생중계 방송을 녹화 후 SNS 홍보 자료로 활용 가능

유튜브를 활용해 휴대폰 한 대만으로도 실시간 방송 가능



지역 내 현안문제를 학부모, 학생 방송기자단 및 지역내 공공기관과 함께 토크쇼로 해결방안 모색

IPTV, 스마트TV, 모바일, PC, 페이스북, 유튜브, FM교육방송 로컬방송국 동시송출

FM교육방송 로컬방송국 채널을 통해 주민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받고 방송으로 답변

토크쇼 현장 모습 등을 실시간 방송 및 대화과정 생중계로 자연스러운 홍보가능



포털 관련 키워드 검색 시, 블로그, 카페, 웹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 노출

관련 글을 검색 구독 후, 각 로컬방송국으로 자연스러운 유입

각종 배너광고로 자체홍보 및 수익 창출

주민참여 토크쇼 실시간 생중계로 관내 공감 신뢰 마케팅



공동

마케팅

A로컬

B로컬

C로컬

D로컬

1. 각 로컬방송국들은 FCN 시스템으로 상호 연동

2. 한 로컬방송국에서 올린 기사는 다른 로컬방송국들 FCN에 동시 등록

3. 각 로컬방송국에서 생방송을 진행할 경우 각 로컬방송국들 FCN에 On Air 활성화

4. 각 로컬방송국 운영자 및 네티즌의 SNS를 통해 추가 노출 통한 홍보

5. 각 로컬방송국 포털 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의 상위 노출로 추가 유입에 따른 홍보효과

FCN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