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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마케팅협회는
"마케팅이 강한 나라, 대한민국 만들기"를 목적으로 출범한
민간주도의 마케팅 전문 기관입니다. 
한국마케팅협회는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1.마케팅 분야 전문교육

2.경영교육컨설팅 및 마케팅 컨퍼런스

3.소비자 조사 평가자격인증 및 시상 제도

4.회원사 서비스 등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5층
연락처 : TEL 02-2057-5678 FAX 02-6280-7239 
E-mail KMA19450815@gmail.com 
홈페이지 : 공식 홈페이지: http://prideofkorea.com

조찬회: https://kmaconference.modoo.at 
소비자평가신문: http://iconsum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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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과정명
교육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비고/장소
VAT별도

장기과정

경영자& 
실무책임자

채널마케팅최고경영자과정 350 10.16~1.22
강남

노보텔엠베서더경영자& 
실무책임자

디지털마케팅CEO과정 300 10.5~2.15

경영자& 
실무책임자

숙명여자대학교K-뷰티최고위과정 297 10.17~2.27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자& 
실무책임자

디지털유통솔루션과정 180
9.14~
10.19 한국마케팅협회

마포연수원경영자& 
실무책임자

디지털마켓혁신miniMBA 300
6~2

7
경영자& 
실무책임자

Master of Marketing 300
11.2~
12.7

고려대학교(안암)

단기과정

실무자 실전영업! 판매기회관리 18 5

한국마케팅협회
마포연수원

실무자 디지털콘텐츠의기획과제작 18 19

실무자 마케팅전략기초다지기 18 ●

실무자 마케팅전략세우고, 발휘하기! 18 ●

실무자 성공하는브랜드만들기 18 ●

실무자 스몰데이터! SNS를통한고객이해 18 ●

실무자
고객을팬으로만드는

브랜디드콘텐츠실행전략
18 ●

실무자 영업혁신판매전략기획 18 ●

실무자
Essence of Management 

(경영의본질)
18 ●

실무자 영업협상스킬UP! 18 ●

실무자 마케팅전략실천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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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교육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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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최고경영자조찬회
-기업방문 &원우친교활동
-NPD & Innovation Festival 참석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임원 및 책임자가
직접 강연

+국내 현실에 최적화된 최고 수준의 컨텐츠

+다양한 분야 실무진과 네트워크 형성

+유통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생생하게 학습

+주임교수와 사후 미팅을 통해 문제점 해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

+다양한 사례 학습 및 코칭

+그룹 스터디를 통하여 강연 핵심사항을
완벽하게 응용

+마케팅최고경영자 조찬회 참여기회 제공

+원우 Case Study를 통한 자체 학습 효과

+교수진과 커뮤니티 활동으로 친교도모

+유통기업 및 원우사 방문을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 및 성공사례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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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마케팅의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

+메인강의를 특급호텔 조찬과 함께

+저녁시간 특별수업

+기업방문 등 다양한 수업

+1박2일 MT, 골프, 해외연수 등
확실한 네트워킹 기회



+뷰티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과 필요성 제시

+디지털 시대의 뷰티 산업 흐름과

트렌드 이해

+성공한 뷰티 산업의 CEO 강연 창출

+뷰티 사업의 본질 이해와

중장기 로드맵 수립

+K-뷰티 강점 기반 글로벌 사업 전략 수립

+‘마케팅최고경영자조찬회’ 참가로

사업 네트워크 구축

+현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SEMI-컨설팅의 효과



+ 현직 기업 임원 및 교수로 구성된
최고의 강사진

+디지털 마케팅을 이해할 수 있는
케이스 스터디

+ 현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

+ 트렌드와 기업 니즈에 맞춘 맞춤형 교육

+‘원우회 활동을 통한 지속적 인적교류
형성

+교수진과 교육생간 커뮤니티 활동으로
친교도모

+ 한국마케팅협회에서 진행되는
NPD  & Innovation Festival, 
마케팅최고경영자 조찬회 참여 기회 제공



+ 상품, 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

+디지털 시대의 유통 흐름과

트렌드 이해

+ 다양한 유통전문가의 강연

+ 가장 최신 사례로 실제 시장에서
대응역량을 향상

+‘마케팅최고경영자조찬회’ 참가로

사업 네트워크 구축

+현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SEMI-컨설팅의 효과

+ NPD(New Product Development)
& Innovation Festival 참가

Module. 1
2018 유통 트렌드

Module. 2
온/오프라인 유통전략

Module. 3
디지털 유통

Module. 4
고객접점 유통

Module. 5
유통성공사례

Module. 6
유통의 숨, “브랜드”



컨슈머인사이트 (류강석고려대 경영대학)

소비자행복과경험마케팅 (이채호 UNST 경영대학)

맥락적관점의소비자와마케팅전략 (박지혜한국외대경영대학)

혁신제품개발전략 (윤나라 홍익대경영대학)

빅데이터와네트워크마케팅 (한상만성균관대 경영대학)

경쟁전략과디지털마케팅 (김지영이화여대 경영대학)

빅데이터를활용한마케팅전략 (김모란 UNST 경영대학)

4.0시대의마케팅조사방법 (임병훈 인하대경영대학)

감각을디자인하라 (김병규연세대경영대학)

비즈니스의힘, 브랜드 (전성률 서강대경영대학)

Co-Creation을통한신제품개발 (장우정서울시립대경영대학)

실패한신제품이주는교훈 (김상용고려대 경영대학)

Digital Customer Engagement (이장혁 고려대경영대학)

마케팅ROI에서마케팅효과와재무적가치 (송태호부산대경영대학)

제품시연과기업가치 (김태완 성균관대 경영대학)

마케팅ROI의이해 (유시진고려대 경영대학)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마케팅 교수진 16명이 강의

+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최신 트렌드
마케팅 성공/실패사례 연구

+ 각 분야 별 마케터 300여명과의 교류 및
친교

+ 수료 후 "Marketing Specialist Class A" 
자격취득

+ 한국마케팅협회와 한국마케팅학회가 공
동으로 수여하는 MOM <Master of 
Marketing> 수료증 및 인증서 수여



세부교육과정안내



고객과신뢰를쌓는방법에대해궁금한영업실무자
판매기회를만드는데어려움을겪는영업실무자
전략적으로판매기회를만들고싶은영업실무자

판매투자회수율
(Sales ROI)

우리제품과서비스의차별화!
(개인실습)

우리는승리할수있는가?
(고객내부지원, 고객경영진의신뢰, 기업문화의적응성등)

우리는승리할가치가있는가?
(단기매출, 향후매출, 수익성, 위험도등)

판매기회에서패배한이유
(개인실습및토론)

교육기간 : 2018년9월 5일(수) 13:00~17:00
등록기간 : 2018년8월 24일(금) 까지

사단법인한국마케팅협회마포연수원



자사마케팅콘텐츠퀄리티를높이고싶은실무자
유트브, SNS 등자사제품을홍보하고싶은실무자
전략적인마케팅콘텐츠가필요한실무자

마케팅콘텐츠의 3가지원칙이해: 
주목가능성,  전환가능성, 공유가능성

전환을위한브랜디드콘텐츠기획요령

주목받고공유되는콘텐츠의기획요령

콘텐츠성과에영향을미치는외부조건이해

교육기간 : 2018년9월 19일(수) 13:00~17:00
등록기간 : 2018년9월 12일(금) 까지

사단법인한국마케팅협회마포연수원



세부교육과정안내



맞춤형 사내교육이란, 고객사의 경영,인적자원개발환경을 고려하여
특수한 목적을 가진 교육대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5층

교육컨설팅본부

02-2057-5678 

kma19450815@gmail.com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