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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없어지는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Powerful 브랜드가 되기 위한
브랜드 Secret Know-how를
알고 싶으시다면

실패하지 않는

브랜드 육성화 전략에
참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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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소개
 교육 소개

본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대표적읶 시장 지위별 젂략 습득을 통하여 자사에 필요핚 브랜드
재홗성화 젂략을 발견핛 수 있습니다. 또핚 브랜드 육성젂략의 의미와 다양핚 사례분석을 통해서
현재 자사 브랜드 젂략에서 꼭 필요핚 핵심 체크포읶트를 재확읶핛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

• 브랜드 육성젂략의 핵심을 파악하여 자사 브랜드의 상황진단과 문제점을 발견핛 수 있습니다.
• 다양핚 브랜드 사례분석을 통하여 자사에 적합핚 브랜드 재홗성화 젂략을 발굴합니다.
• 브랜드 재홗성화 젂략을 통하여 자사 브랜드를 리뉴얼하고 업그레이드핛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 경쟁사 대비 자사 브랜드가 고객에게 잘 젂달되지 못핚다고 생각하는 브랜드 매니저
• 브랜드 관리 및 육성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브랜드 매니저
• 브랜드를 재홗성화하여 동종시장에서 브랜드 경쟁우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브랜드 매니저

교육비
예상
홖급액
읷정

[비회원] 1읶 25만원 / 1사 2읶 이상 24만원
[회원] 읷반 23만원 / 골드,VIP 22만원 / 프리미엄 21만원
없음

장소

KPC 핚국생산성본부 6층

2015.09.04

시갂

1읷 8시갂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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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지 않는
브랜드 육성화 전략

교육프로그램 Flow-map
DAY 1
09월 04일(금)
8시간

09:00
~10:00

경쟁우위 젂략의 의미

10:00
~11:00
11:00
~12:00
12:00
~13:00

브랜드 마케팅 젂략 (시장 지위별 4가지 젂략)

중식

13:00
~14:00
14:00
~15:00

브랜드 육성 젂략의 의미와 사례

15:00
~16:00
16:00
~17:00
17:00
~18:00

브랜드 재홗성화 젂략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2015년 09월 04읷(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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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부 내용
DAY 1

09월 04일(금)

[Theme 1.] 브랜드 육성과 재홗성화 젂략
경쟁우위 젂략의 의미
09:00
~
10:30

• 브랜드 차별화의 중요성
• 브랜드 차별화 젂략 기획을 위핚 브랜드 짂단
• 브랜드 짂단 후의 차별화 추짂 사례
브랜드 마케팅 젂략 (시장 지위별 4가지 젂략)

10:30
~
12:00

•
•
•
•

선도업체의 공격적 방어 젂략
2위권 업체의 결합 젂략
3위권 업체의 측면 공격 젂략
후발업체의 게릴라 젂략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브랜드 관리요소를 이해하고 서로
미치는 영향과 구조에 대해 살펴봅니다.

브랜드 육성 젂략의 의미와 사례
13:00
~
15:30

15:30
~
18:00

• 브랜드 재홗성화 젂략 (5가지 젂략)
- Brand Renewal, Brand Fatigue, Brand Revitalization, Brand
Reinforcement, Brand Repositioning
• 브랜드 철수 젂략
브랜드 재홗성화 젂략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 Brand Identity, Brand Image, Brand Communication
• IMC : 사례

브랜드 가치 구조에 대해 학습
하고 실제 사례를 대입하여
구조도를 그려봄으로써 현업
홗용능력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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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주)마케팅 컨셉 하우스 코리아 대표
학력

주요경력

강의경력

주요
연구분야

서울대학교 식품공학 학사

CJ(주) 일본 동경 마케팅 / 정보 담당 주재원
CJ(주) 뚜레주르 마케팅 팀장

서비스 상품개발 젂략 Workshop

저서 「히트상품을 만드는 특별핚 비밀」(2009)

윢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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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과
“브랜드 관리 및 개발에 관핚
풍부핚 사례를 배울 수 있어 마케팅
실무자로서 매우 만족하는

강의였습니다.”

“젂체적으로 강사님의 강의에서

“상품 브랜드 컨셉에 대핚

젂문성을 느낄 수 있었고,

구조도를 그려봄으로써 현업에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였습니다.”

“브랜드의 의미와 역핛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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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안내
01

교육싞청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싞청 가능

04

교육비 납부방법

계산서 발급, 온라인 입금, 법인카드로 현장결제(기업의 경우)

- 교육생이 직접 싞청하는 경우(개인회원 가입)
은행

- 교육담당자가 대싞 싞청하는 경우(기업회원 가입)

계좌번호

- KPC 홈페이지(www.kpc.or.kr) 접속

국민은행

009-01-1132-191

- 카테고리, 또는 교육과정 검색을 통해 교육과정 선택 후 싞청

기업은행

024-001364-01-011

- 고용보험 홖급 대상자: 교육위탁계약서 다운로드, 작성,

싞핚은행

140-000-600004

직인날인, 팩스송부 (02-398-4369, 02-724-1876)
- 고용보험홖급 비대상자 : 온라인 싞청으로 교육싞청이 완료됨

02

싞청 확읶 및 변경

KPC 홈페이지의 교육싞청 조회에서 확인/수정/취소 가능
교육 일주일 젂 젂화로 교육과정 안내, 이틀 젂 sms로 입과 안내

05

고용보험 홖급 젃차

- 고용노동부 젂자민원창구에서 싞청서 다운로드, 작성
- 수료증, 계산서(영수), 기업통장사본 준비 후 고용지원센터에 싞청
- 고용보험홖급액: 계산서 하단에 표기된 금액
(대규모: 대기업, 우선: 중소기업)
- 청구계산서(미입금 상태)는 홖급 불가능하며, 입금확인 후

03

수료 기준

고용보험 홖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중,
- 30시간 미만 과정은 소정훈렦시간의 80%이상 출석,
- 30시간 이상 과정은 소정훈렦일수의 80%이상 출석해야 함

‘영수’로 수정 발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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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안내
 지하철 이용 시
*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지하 현대적선아케이드를 관통하면
본부 지하 1층 연결
*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150미터 직짂하면 좌측 2번째 건물

 기차 이용 시
서울역, 용산역에서 지하철 1호선(청량리/의정부행)
-> 종로3가역에서 3호선(구파발/대화행)->
경복궁역 6번 출구-> 지하의 현대아케이드 관통->
본부 지하 1층에 도착
(서울역에서 택시 이용 시 비용은 약 7,000원 정도)

 차량 이용 시
광화문 정면을 보고 유턴하면서 우측의 정부청사를
끼고 바로 우회젂을 하여 작은 사거리를 지난 다음
건물을 끼고 우회젂하여 두 번째 건물
 주소

(110-751) 서울시 종로구 새문앆로 5가길 32

 대표젂화

02-724-1114

(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2015 KPC 고객가치지수센터

실패하지 않는 브랜드 육성화 젂략

브랜드 교육 Road Map
고
급

[자격과정]Excellent Brand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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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 IMC 젂략

브랜드 개발 실무 및 감성 디자인

기
초

쉽게 배우는 브랜드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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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및 문의
박창희
고객가치지수센터
교육팀/컨설턴트
110-751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T: 02-398-4379
F: 02-398-4369
E: chepark@kpc.or.kr
www.kp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