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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마케팅 계획

활용 대상 예상 소요 시간

본 학습의 소요예상 시간은

총 20 ~ 30 분임

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임직원

목적 범위

• 타겟 선정

• 마케팅 소구점 및 방안

• 모집 절차

• School 일정 계획

• 기타 사항

마케팅 계획의 Best Practice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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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선정

XXX는 종업원수 200명 이하 SME 및 Start-ups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타겟 선정 고객에 대한 가설고려 사항

• Small & Medium 
Enterprise들에게
좋은 기회를
부여하자는 프로그램
기본 철학

• IT 기반 기업 및 Start-
ups들을 중심으로
하는 M사의 고객 기반

종업원수
200명 이하
SME 및
Start-ups

• PO를 위해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컨설팅은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참여
의사가 있을 것이다

• Potential Clients 수가
Critical Mass가 될
것이다.

대

기
업
의

규
모

소

Start-up BAM

이슈
•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더 있지는 않은가?

• 종업원수 200명 이하SME 
기업 수는 어느 정도인가?

• Start-up 기업 수는 어느
정도인가?

• 고객의 Needs를 파악하는
절차를 생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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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소구점

XXX는 프로그램 Quality 관점에서의 차별적 우수성, 제공 가치 대비 낮은 가격 및 시기적 적절성을 중심으로 고객

에게 소구하고자 함

Value

Quality Cost Time관점

핵심

제공 가치 대비 낮은
가격

기업 성장 단계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함

프로그램의
차별적 우수성소구점

내용
• 본 과정은 Consulting 
이나 다름 없는
성격의 프로그램임

• 단순한 Class Room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Enabling이 가능함

• 각종 Template이
제공됨

• 실제 컨설팅 수행과
비교하여 약 1/10 
수준임

• 학습 비용을 등록 시
점에 50%, 종료
시점에 50% 씩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기업 성장 단계로
놓고 볼 때, PO에
대한 적극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시기임



5www.HiproConsulting.com

마케팅 방안 개요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일간 경제지와 공동 추진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이를 지원하는 오프

라인의 마케팅 활동 또한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M사 아웃바운딩 메일링
수행(매주)

DM 발송을 위한 DB 준비

제작한 리플렛 DM 실시

Tele-Marketing 실시

오프라인 마케팅 실시

코스 설명회 실시

3월 중순 3월 하순 4월 20일

마케팅
활동

마케팅
전략 확정

일간 경제
신문과
협력 관계
수립

리플렛
제작

일간 경제신문을 통한
공지

다른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아웃바운딩 메일링
실시

오프라인 마케팅 실시

메일링 문안

Target DB

메일링

Tele-Marketing 보고서

결과물

수립된
전략

협력서

리플렛

일간 경제신문 공지 문안

온라인 메일링 문안

상담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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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프로세스

마케팅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관련된 활동을 순차적 또는 병행적으로 계획에 근거하여 전개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월4일 3월11일 3월18일 4월1일 4월20일

3단계3단계2단계2단계1단계1단계준비단계준비단계

마케팅
전략수립

아웃바운
딩 메일링

리플렛
제작

협력합의

온라인
마케팅

메일링
문안 협의

DM 실시

오프라인
마케팅

일간
경제지

일간
경제지

G사G사
오프라인
마케팅

방침제시

M사M사
아웃바운
딩 메일링

경제신문
공지

기타
협력사

기타
협력사

Tele-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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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신청 기업의 자격 부여와 관련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접수를 담당한 팀이 초기 Screening을

수행하고, 인터뷰는 G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기업의 규모는
적절한가?

• Needs가 기업
성장 관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 기업의 자금
여력은 있는가?

• CEO의
Commitment가
있는가?

• 참여자의 학습
의지는 명확한가?

• G사 및 M사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가?

• 향후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G사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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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일정 계획

XXX는 5월1일 부터 12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1400부터 1800시 까지 총 36시간을 학습하며, 6월 외부 워크샵을

통해 14 시간을 학습하여 총 50 시간을 수행 함

25242322212019

6/1313029282726

18171615141312

111098765

4321

토금목수화월일 학습 내용날짜

목표 설정/코칭/성과평가

워크숍 진행 방법

연봉제 및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방법론

직무평가 방법론(2)

직무평가 방법론(1)

직무분석 방법론(2)

직무분석 방법론(1)

성과평가/BSC 도입

신인사에 대한 비전/새로운 해법- 성과주의

한국기업의 인사제도상의 근본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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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 문구 초안

리플렛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토의 사항

• 참고가 될 만한 좋은 모범 사례는 없는가?

•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 분량은 어느 정도로 할 것 인가?

• 내용을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

• 누가 언제까지 내용을 제공할 것인가?

• 제작은 누구에게 언제까지 의뢰할 것인가?

• 몇 부를 만들 것인가?

• 비용은 어느 정도를 사용할 것인가?

• 완성은 몇일 까지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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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손익 계산서

매출 규모가 999,999,999원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인 BEP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됨

가정3-흐림가정2-보통

-99,999,999

G사 99,999,999  
M사 99,999,999

Facility 9,999,999

99,999,999

5명 * 99,999 * 10회

5명 * 9,999,999 * 1회

DM 9,999,999
신문광고 9,999,999
기타비용 9,999,999

99,999,999

99,999,999 * 5명

가정1-맑음

구분

99,999,999999,999,999실제 예상 손익

G사 99,999,999  
M사 99,999,999

Facility 9,999,999

G사 99,999,999  
M사 99,999,999

Facility 9,999,999
기회비용

99,999,999999,999,999Cash 기준 예상 손익

10명 * 99,999 * 10
10명 * 9,999,999 * 1회

DM 9,999,999
신문광고 9,999,999
기타비용 9,999,999

20 명 * 99,999 * 10회

20명 * 9,999,999 * 1회

DM 9,999,999
신문광고 9,999,999
기타비용 9,999,999

Cash Out Flow가

발생하는 비용

999,999,999999,999,999예상 매출

99,999,999 * 10명99,999,999 * 20명

• Facilitator의 Daily Charge Rate를 9,999,999만원으로 가정함



End of Document
내용에 대한 피드백 또는 제안 등은

ym@HiproConsulting.com으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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