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영업환경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반면, 각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유사해지면서 

각자의 차별성은 사라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고객 역시 동일한 환경 속에서 구매결정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때문에 더 이상 관계 혹은 이전의 구매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투자한 금액 대비 높은 

가치를 얻는 방안을 찾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를 이뤄 안정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즉 그들의 비즈니스 성과에 이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구매 니즈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과정은 의사결정권자들의 구매결정 요인에 관한 포럼의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좀 더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의 비즈니스에 관한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확대된 영업기회를 창출내기 위한 태도 및 

스킬들을 제시합니다.  

 교육 시간: 2-Day (16H) 

 교육 인원: 12~24명/Class 

 교육 대상: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수준높고 차별화된 셀링 방식이 필요한 B2B 영업담당자 

<Key Concept Model> 

 과정개요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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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을 찾아 우리의 솔루션과 연계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 제안 시, 고객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제안한 아이디어가 거래처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 제안영업 과정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전달 

아이디어 
실행촉진 

나의 아이디어로 미팅을 주도한다 대안을 함께 검토한다 

추가 기회를 탐색한다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치를 실현한다 



• 아이디어 기반의 셀링방식을 실제 영업활동에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경쟁사와 차별화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설득력 있고 자신감 있게 미팅을 주도하여,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권자들의 사고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영업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하여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학습 내용 및 학습 방법 

 학습전략 

Forum사의 Adult Learning Model (문제인지→스킬연습 → 스킬적용 → 스킬강화)을 토대로 한 학습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업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 롤플레이, 팀활동, 시뮬레이션, 사례연구 등을 활용한 참여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맞춤교육 

• 본 과정은 사내 맞춤교육 및 공개교육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사내 과정으로 도입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시간, 사례, 모듈구성은 고객사 상황에 맞춰 

Customization이 가능합니다. 

모듈 학습내용 

도입 

• 과정 개요 및 목적 소개 

• Upstream vs. Downstream 

• 아이디어 제안영업의 흐름 

• Forum Research: 의사결정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 아이디어 제안영업을 위한 3가지 활동 

모듈 1 

아이디어 개발 

•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정의 

• 아이디어의 조건 

•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 비즈니스 가치 구조도 

• 아이디어 타당성 검증방안 계획 

모듈 2 

아이디어 전달 

• 스토리텔링의 힘 

• 임팩트있는 스토리텔링을 위한 3요소  

(스토리구성, 시각적표현, 자신감있는진행) 

• 커뮤니케이션 스킬: 질문과 설득의 조화 

모듈 3 

아이디어 실행촉진 

• 이해관계자 분석 

• 다양한 대안 모색 

• 의사결정 구조 프레이밍 

모듈 4 

종합 연습 

• 종합 롤플레이  

• 옵션: 의사결정권자들의 사고흐름 이해하기 

• 종합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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