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개발역량 강화(Business Development Skills)
• 고객의 의사결정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의 성공확률은 높아지고 장기적인
고객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 이 프로그램은 메시지를 직접 고객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보다 설득력 있고 차별화된 스킬을 갖게
해준다.

개요

The old “foot in the door” approach may have worked if you were selling
encyclopedias in the 1960’s, but we all know it doesn’t cut it in today’s
competitive markets, especially when selling b2b.
We will provide participants with the skills to connect with and deeply
understand the true decision-making criteria of clients. In doing so,
closure rates will improve as will the long -term viability of key
relationships.
The program combines powerful face-to-face delivery skills with
persuasive competitive messaging.

• 고객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 고객의사결정을 가져오는 방법 및 Tool
•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차이의 파악, 대응
• 고객 맞춤 대응능력
• 설득력 있는 가치 전달 방법
• 커뮤니케이션 방법
– 질의, Listening, Rapport 형성

주요내용

기대효과

• Managing the client development process
• Tools for recognising and analysing the core motivators that drive client
decision-making
• Ability to identify critical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s
• Flexibility to utilise the appropriate style to suit a client
• Devising persuasive messages to support the value proposition
• Key communication skills – Questioning, Listening and Rapport-building

• Be more effective in managing business development opportunities
•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효과적인 사업개발 역량 개선
• 고객의 의사결정기준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from initiation to a successful conclusion
• Analyse the decision-making criteria of clients faster and more
수 있는 역량개발
accurately
•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능력 배양
• Position solutions in a more tailored and focused way to improve
closure rates
2 일 (8명)

기간

2 Days Days for 8 participants (suggested maximum)

REDSky Program

IBM, 로레알, 모토롤라, K-Mart 등 글로벌 기업 임원의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리더십 교육을 짂행하고 있는 세계적 교육기관인
REDSky와 제휴하여 리더십 ·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한국 영업홖경에 맞게 적용하여 소개합니다.
a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동아일보사빌딩 9층

t : +82. 02. 393. 7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