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환 적정마케팅연구소 소장

홈페이지: www.segama.co.kr

이메일: socialhow@segam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socialhow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성격의 기업 기관을 아

우르는 교육, 자문, 컨설팅, 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업 기관의 규모, 업종, 성장 단계, 당면 과

제에 적정한 마케팅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성과 측정이 가능하고 비용 효율성이 뛰어난 디지털마케팅에 집중하며, 주요 방법론으로 소셜미

디어 마케팅, 검색엔진최적화(SEO)•검색엔진마케팅(SEM), 비즈니스 스토리텔링과 콘텐츠마케팅, 

바이럴마케팅 등을 다룹니다.

[주요 활동 경력]

2011~현재 I 적정마케팅연구소 소장(대표)

2014~현재 I 한국콘텐츠진흥원 마케팅 자문위원

2014~현재 I 산업정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유통지원사업 마케팅부문 컨설턴트

2015~현재 I 후스타일(2015 대한민국브랜드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요거베리 마케팅전략 고문

2010~2014 I 블로터 사업본부장

2006~2007 I 미디아베이직 BTL마케팅 팀장

2004 I 제1회 서울환경영화제 개막작 <1,3,6> 총괄 프로듀서

2000~2003 I 금강기획 뉴미디어스텝

[저술]

[신뢰가 돈이 되는 사람 중심 상거래 혁명 소셜커머스] 저

[페이스북 장사의 신] 저



[B2B 소셜미디어마케팅] 역

[학력]

연세대 정치외교 졸

[주요 강의 주제]

1.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 작은 기업을 위한 적정 온라인마케팅

마케팅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작은 조직에게 필요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온라인 

마케팅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마케팅에 투입할 시간도 한정된 자원인 만큼 한 번의 실행으로 지

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들 위주로 소개합니다.

2.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 포털 기반의 온라인마케팅

당장의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를 통한 홍보로 가망 고객을 고객으로 발

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3.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반의 온라인마케팅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잠재 고객들을 구독자로 모으고, 구독자를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4. 공감과 공유를 이끄는 비즈니스 스토리텔링

소비자 모두가 미디어인 1인 미디어 시대. 마케팅 콘텐츠가 매력적이면 소비자들이 기업을 대신

해 소셜미디어로 공유, 확산을 해 줍니다. 이를 위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소개합니다.

5. 소셜미디어 시대의 고객 입소문 촉진 전략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마케팅은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

을 내 주고, 입소문으로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면 그것이 가능해 집니다.

[주 강의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행복나래, 사회연

대은행, 사단법인씨즈, 함께일하는재단, 오마이컴퍼니, 비영리IT지원센터,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서

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등 

비영리: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환경재단, 아산나눔재단, 녹색



연합, 더나은미래비영리리더스쿨, 흥사단,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성장학교별, 함께걷는아이들 등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기도청,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사법

연수원, 한국관광공사, 병무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소비자원, 전파진흥

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

민간기관, 교육기관: 전경련 국제경영원, 한국마케팅협회, 블로터아카데미, 네이버D2스타트업, 예

술경영아카데미,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유통연수원,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등

언론: 언론진흥재단, 방송기자협회, 언론중재위원회, MBC, KBS, CBS, PBC, 한겨레, 한겨레21, 동아

일보, 경향신문, 구글넥스트저널리즘스쿨, 스포츠서울, 미디어오늘, 청년의사, 첨단,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디트뉴스24, 고양신문 등

일반 기업 등: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그룹, KT, 오리콤, KB국민카드, 북이십일, 다나와, 좋은책

신사고, 사계절출판사, LG하우시스, 동아제약, 신한금융투자, 명지의료재단, 롯데정보통신, 세브란스

병원, 한화케미칼, 웅진씽크빅, 정식품, 도루코, 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 인천신기시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