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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4.0 By Philip Kotler 

Industry 1.0 증기기관 발명에 따른 기계화 혁명 
 

Marketing 1.0 제품 중심 마케팅(품질 관리 집중) 

Industry 1.0 증기기관 발명에 따른 기계화 혁명 
 

Marketing 1.0 제품 중심 마케팅(품질 관리 집중) 

Industry 2.0 전기 에너지 기반한 대량생산혁명 
 

Marketing 2.0 소비자 중심 마케팅(경쟁 불가피, ‘포지셔닝’ 도입) 

Industry 2.0 전기 에너지 기반한 대량생산혁명 
 

Marketing 2.0 소비자 중심 마케팅(경쟁 불가피, ‘포지셔닝’ 도입) 

Industry 3.0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지식정보 혁명 
 

Marketing 3.0 인간 중심 마케팅(가치와 스토리 어필) 

Industry 3.0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지식정보 혁명 
 

Marketing 3.0 인간 중심 마케팅(가치와 스토리 어필) 

Industry 4.0 ICT 발달로 인한 자동화 지능화 혁명 
 

Marketing 4.0 ‘하이테크+하이터치’의 융복합 전략 
첨단기술 하이테크는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감성인 ‘하이터치’를 필요로 한다. 

[필립 코틀러의 마켓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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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에서 5A로의 변화 

[필립 코틀러의 마켓4.0] 



전통적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 

[필립 코틀러의 마켓4.0] 



SNS 콘텐츠 전략 



Contents is King 

1. 일단 써라. "60%의 소비자들은 사이트에서 기업에 
대한 콘텐츠를 읽고 난 후 더욱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러니 일단 기업에 대해 어떤 이야기라도 써라! 
 

2. 콘텐츠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에 대해 생각해보
라. 그러나 고객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들어라.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3. 유용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라. 일상 대화에서 
쓰는 구어체로 알아듣기 쉽게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시켜라. 

 
4.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라. 시스코에 따르면 2017년 
경에는, 소비자들의 인터넷 트래픽의 69%가 비디오  
시청에 사용되어질 것이다. 

 
5.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라. 콘텐츠 마케팅은 (다른 대
부분의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콘텐츠 마케팅을 위한 33가지 팁 
http://plan2f.tistory.com/104 

http://plan2f.tistory.com/104
http://plan2f.tistory.com/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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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라 
 
• 초기 페이스북 콘텐츠들이 감성 공감형  

콘텐츠가 대세를 이루었다면 한동안은  
정보제공형 콘텐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 특히 유용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들은  
팬들의 자발적인 공유를 이끌어낸다. 
 

•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1주일에 딱 1개만 찾아서 
콘텐츠로 만들어 게시해보라. 
꾸준히 업로드 하다보면 분명히 
반응이 생길 것이다.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어라! 



감동을 주어라! 

https://www.youtube.com/watch?v=jdu9cjzwt-w


재미를 주어라! 

짱삐쭈 유튜브 
K카 PPL 콘텐츠 

 
#급식체 
#병맛 

#오지고 
#지림 

https://youtu.be/ejJSSxgVWpQ


(출처 : 충주시 페이스북) 

재미를 주어라! (2) 

공공기관 콘텐츠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 



브랜디드 콘텐츠의 대표적 사례 

레드불은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있고, 

이를 통해 익스트림 스포츠 매니아들을 핵심 고객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는 자사의 콘텐츠를 미디어 회사에 판매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브랜드와 연관된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팬들을 매니아로 만들어라! 

https://www.facebook.com/redbull/videos/vb.14226545351/10157224453875352/?type=2&theater


시의성을 갖춘 
콘텐츠를 만들어라 
 
• 정보와 감성의 순환 주기가 극도로 빨라

진 SNS 상에서 시의성을 놓치거나 여론
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콘텐츠는 오
히려 또 다른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 반면 시즌별 이슈와 국민적 관심에 부합
되는 콘텐츠는 적은 비용으로도 큰 반응
을 얻을 수 있다. 
 

• 완성도가 조금 낮아도 타이밍이 좋
은 콘텐츠가 흥한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즐거운 미션을 주어라! 

즐거운 미션으로 참여시키기 
 
• 이번 여름 흥한 이벤트 중 하나로서 애슐

리 비치웨어 이벤트를 빼놓을 수 없다. 
 

• 비치웨어를 입고 온 단체 손님에게 무료
로 식사를 제공한 이 이벤트는 한 인턴사
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는데 고객들
은 즐거운 축제처럼 참여하였고, 이로 인
해 신촌 일대가 튜브와 물안경, 비치웨어
를 입은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만큼 
큰 반응을 얻었다. 

 
• Gamification 전략을 통해 고객들

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인싸형 
이벤트를 기획하라! 



디지털 인플루언서와 적극 협업하라! 

[유튜브 : 영기 TV] 

https://youtu.be/1LZ73-WKYX0


셀럽이 없다면 임직원들이 직접 출연하라! 

스타성이 있는 직원을 발굴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 

https://youtu.be/jpbe9pi_oU8


2019년 SNS 운영 전략 



1. YouTube First 전략 
- 밀레니얼 세대들의 메인 채널은 이미 모바일 유튜브이다.  

- 유튜브에 더욱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참고하면 좋은 글 : https://medium.com/@zuyoungmin/youtubefirst2018-a3b26fd74eca ] 

https://medium.com/@zuyoungmin/youtubefirst2018-a3b26fd74eca
https://medium.com/@zuyoungmin/youtubefirst2018-a3b26fd74eca
https://medium.com/@zuyoungmin/youtubefirst2018-a3b26fd74eca
https://medium.com/@zuyoungmin/youtubefirst2018-a3b26fd74eca


2. Fun한 콘텐츠 
- 뻔한 브랜디드 콘텐츠나 억지 감동을 쥐어짜는 동영상은 이제 큰 호응을 얻기 힘듬. 
-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인 밀레니얼 세대들은 웃기거나 병맛 콘셉에 열광한다. 
- 보다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https://youtu.be/zWW1ZaRPyuY


3. 브랜드보다는 제품 노출 
- 소셜 미디어에서 어설픈 브랜딩은 노잼에 무플이 되기 쉽상. 
- 제품에 자신이 있다면 브랜딩보다는 제품의 핵심 가치를 노출하는데 집중하라.  
- SNS와 모바일 채널, 외부 인플루언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기업 브랜딩보다는 SNS를 통한 제품 판매에 집중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블랭크 코퍼레이션] 



4. 양보다는 질적 목표 설정 
- 도달이나 조회수 같은 정량적 KPI와 아울러 정성적 목표도 믹스해야 함. 
- 100만명에게 단순 도달보다 1만명의 골수 팬 만드는게 훨씬 마케팅 성과가 좋다. 



5. 선행을 넘어 공유경제로 
- 공유하면 기부한다는 것도 이제 좀 식상하다. 
- 보다 많은 기업 및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이나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공유 가치를 창조하고, 진정한 공유경제를 시도해야 한다. 

- 밀레니얼 세대는 좋은 경영이념을 가진 기업들의 제품을 더욱 선호함 

[이웃들의 물건을 빌려 쓸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 Peerby] 



결론 : 

(출처 - http://www.ttimes.co.kr/view.html?no=2018112010587740130) 

http://www.ttimes.co.kr/view.html?no=2018112010587740130
http://www.ttimes.co.kr/view.html?no=20181120105877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