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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Design your sales

               은 세일즈를 연구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교육·컨설팅 전문연구소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설득 법칙을 연구합니다

Research

영업능력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Design

최고의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Consulting

CONTENTS
1. 연구원 소개     2. 회사 소개     3. 컨설팅     4.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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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 대신 
프레젠테이션 
좀 해주세요

뇌를 깨우는
Brain Eduplay

세일즈 말부터 바꿔라

설득의 정석

現 세일즈연구소 SELLAB 선임연구원

現 입찰전문기업 이기는PT 전문프레젠터

現 한국교육놀이문화협회 교육이사

前 삼성멀티캠퍼스 B2C/B2B 세일즈 전문강사

前 삼성전자 한국총괄 프리미엄마케팅센터 

    세일즈 컨설턴트

前 삼성전자 사내방송 전문 쇼호스트

前 전국 강연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중앙선관위, 중앙일보주최, 2018)

김광영 선임연구원
Junior Researcher

現 세일즈연구소 SELLAB 수석연구원  

現 입찰PT전문기업 이기는PT 대표

現 (사) 한국강사협회 부회장, 대한민국 명강사 134호

現 (사) 한국프레젠터 협회 이사

前 CJ O, 롯데, NS, 하나TV홈쇼핑 전문 쇼호스트

최홍석 수석연구원
Principal Researcher

現 세일즈연구소 SELLAB 책임연구원

現 강연문화기업 마이크임팩트 대표강사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現 한국강사협회 명강사 선정(2013)

前 NS홈쇼핑 쇼핑호스트(홈쇼핑 최다매출 기네스 기록)

前 전국 강연콘테스트 대상 수상 (중앙선관위, 중앙일보주최, 2013)

황현진 책임연구원
Senior Researcher

경제경영분야 세일즈분야 1위

Researche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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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 Principle 

02

세일즈는 직감이나 확률에 의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적이고 확실한 스킬이 존재하고 
이를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과가 확실한 교육

다양한 영역의 세일즈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수많은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현장 전문가의 솔루션

   SALES

PRINCIPLE
SELLAB의 3가지 원칙 

BUSINESS AREA
                은 세일즈 교육과 컨설팅을 합니다.

다양한 세일즈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는 
SELLAB은 교육·컨설팅을 의뢰한 고객사의 확실한

성장과 성과를 약속합니다.

현장성 있는 제안을 합니다.
치밀한 분석으로 도출된 SELLAB의 솔루션은 

다양한 현장에 바로 적용·응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LLAB의 제안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추구합니다.
세일즈라는 하나의 영역만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날카로운 결과를 도출합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연구원들로 
구성된 SELLAB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SELLAB은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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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효과 약속

Effective promise

1 2

확실한 효과를 약속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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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Part

03

당신의 세일즈를 컨설팅하라!

Why1

세일즈 셀럽, '                  '

SELLAB은?

고가의 '명품'부터, 일상의 '생필품'까지 여성을 이해 해야하는 '화장품'부터,

남성의 심리를 이해 해야하는 '자동차'까지, 할아버지의 ‘보청기’부터, 

아이의 ‘장난감’까지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까지.

세일즈스킬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성공 사례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Who 2

Design your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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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퍼런스 업체 (업종별순 브랜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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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세일즈를 위해서는, 복잡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욕구까지 만들어 설득 해야 합니다. 

다양한 세일즈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득스킬이 존재

하기는 하지만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고객의 성향에 따라, 

세일즈의 최종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천편일률적인 

세일즈 기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품이 가지고 있는 USP(특장점)를 단순히 나열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셀링포인트’를 제대로 선택하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SELLAB의 연구원들은 수년간 다양한 세일즈영역에서 활동한 

현장전문가들입니다. 직접 실행해보면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귀사의 세일즈 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5P컨설팅

What3

‘                ’의 5P컨설팅
SELLAB의 5P 컨설팅은 체계적이며 구체적입니다.

How4

SELLAB만의 컨설팅 전문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CONSULTING 
5P

Pitch

Practice

Point

Process

Prediagnosis

세일즈 역량 향상 교육

셀링포인트 수정&기획

실전 설득 화법 제작

세일즈 프로세스 설계

현장 모니터링

SELLAB은 5P컨설팅에 기반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전문가의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사전 진단을
바탕으로 최고의 솔루션을 드립니다.

날카롭게 분석·진단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설득 원리를 업종별 
최적화된 세일즈 프로세스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확립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숨겨진 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강력한 셀링 포인트를 선정

고객의 마음을 열고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설득멘트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포인트별 맞춤 설득 화법을 제작

1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설계 해 드립니다.

연습(교육)을 통한 체득화

컨설팅 영역 기대효과

모니터링
Prediagnosis

프로세스
Process

셀링포인트
Point

화법 
Pitch

교육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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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컨설팅 진행 프로세스

If5

다양한 컨설팅 성공사례로 만들어진 교육 키워드

If6

SELLAB의 5P컨설팅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교육 키워드 상세설명

필수교육
Required 
Training

심화교육 
Further 
education

업종맞춤교육
Customized 
training

RP실전교육 
RP 
Real Training

CS세일즈 
CS Sales

최적의 솔루션과 최고의 교육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컨설팅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ONSULTING 
PROCESS

5P
5P컨설팅 진행 프로세스

클라이언트사의 니즈를 청취한 후(듣고)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 정하기

진단하기 

사전조사, 현장관찰, 인터뷰 
등을 통한 현황 파악 

파악하기 

현장 검증을 통한 
최종 솔루션 완성 

점검하기 

직접적인 현장 적용을 
통한 검증

적용하기 

의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솔루션 연구&개발

설계하기 

   D

iag
nosis

       Grasp

     D
esign

   
  C

he
ck

       Apply

세일즈에는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기본 법칙이 존재합니다. 
필수교육은 이제 막 세일즈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일즈 기본스킬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일즈의 실전 스킬은 업종, 분야마다 다양합니다. 한 영역에서 
확실하게 통하던 설득 법칙도 다른 영역에서 시도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맞춤교육에서 각각의 세일즈 영역에 
맞는 최적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을 알고 있는 것과 그 길을 직접 가본 것은 다릅니다. 설득 스킬을 
알고만 있는 것과 그것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RP실전교육에서는 세일즈현장에서 내일 당장 활용할 수 있도록 
체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설득의 시작과 끝은 결국 감동입니다. 다만, 단순한 친절만으로는 
차별화된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세일즈에 도움이 되는 감동CS
법칙은 따로 있습니다. CS세일즈에서 그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특성(연차/경력/나이/성과)에 따라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달라져야 합니다. 심화교육은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최적화된 컨텐 
츠로 진행됩니다.

12  13Design your sales



Required Training
필수교육

세일즈 필수 교육을 통해 세일즈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1

Education
Part

04

SELLAB만의 교육전문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DESIGN YOUR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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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PART

01

0302

0504

필수교육

심화교육 업종
맞춤교육

RP실전교육 CS세일즈 

14  15

상품설명스킬

강의 : 60%
실습 : 40%

(2~4hr)

거절극복스킬

강의 : 60%
실습 : 40%

(2~4hr)

어프로치스킬

강의 : 60%
실습 : 40%

(2~4hr)

질문스킬

강의 : 60%
실습 : 40%

(2~4hr)

영업스킬

강의 : 70%
실습 : 30%

(2~4hr)

설득의 성공은 이성과 감성에 있다
이성적(머리) 설득 방법 : FABE로 말하기
감성적(가슴) 설득 방법 : 8초 법칙 말하기

이성과 감성 두마리 토끼를 잡아라!

영업환경을 이해하면 영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전략적 세일즈는 성공률이 높다
현장에서 바로 적요할 수 있는 영업 필수 스킬

다양한 환경의 영업 현장을 이해하자!

질문에도 검증된 스킬이 있다
상품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하는 기본질문 스킬
고객의 관심을 끌고 공감을 이끄는 전략질문 스킬

상품의 가치를 키우는 필수 질문 스킬!

8가지 설득 필수 영양소
기본스킬 심화 : 니즈파악, 상품설명
서브스킬 심화 : 관계형성, 반론극복, 클로징 

설득에는 과학적인 프로세스가 있다!

고객의 반론에도 상황별 유형이 있다
반론을 위트있게 넘길 수 있는 극복 프로세스
어떤 반론에도 적용가능한 공.중.전.화 화법

고객의 반론에 맞장구 치자!  

단순 나열식의 상품설명이 

아닌 고객의 이성과 감성을 

공략하는 설득력있는 말하 

기를 배울 수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설득 

프로세스를 익히고, 각 단계 

별 핵심스킬을 배워 세일 

즈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다. 

업종마다 다른 영업 환경의 

특징을 이해하고 각 환경에 

맞는 적절한 영업스킬을 

배워 현장성을 키운다.

과목명 교육 세부내용 기대효과

고객의 반론을 유형별로 정리 

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법을 학습함으로써 성공 

률을 높일 수 있다.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치를 

더욱 크게하는  특별한 질문 

스킬을 배워 판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Further education
심화교육 

수준별 심화 교육을 통해 세일즈의 설득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2

클로징 스킬

강의 : 70%
실습 : 30%

(2~4hr)

심리활용세일즈

강의 : 60%
실습 : 40%

(2~4hr)

업/크로스 셀링

강의 : 70%
실습 : 30%

(2~4hr)

가치 제안 스킬

강의 : 50%
실습 : 30%
코칭 : 20%

(2~4hr)

영업 관리자

강의 : 60%
실습 : 30%
코칭 : 10%

(2~4hr)

클로징은 세일즈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된다
설득 고수들이 사용하는 필수 클로징 스킬 3가지 
시작부터 준비하는 클로징 전략 3가지

설득을 성공으로 이끄는 클로징 전략!

영업을 하는 사람 vs 영업을 관리하는 사람
세일즈 내적 역량을 코칭하는 방법
세일즈 외적 역량을 코칭하는 방법

영업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매출이 올라간다!

가치의 정의와 특징 이해하기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크게 만드는 방법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제안 스킬

설명하지 말고 가치를 제안하라!

업/크로스 셀링의 새로운 정의와 방법
올려서 판매하는 방법 : 업셀링 스킬
엮어서 판매하는 방법 : 크로스셀링 스킬

설득 고수는 묶어서/엮어서 판매한다!

세일즈 과정에서의 고객 심리 변화
알면서도 속는 고객의 구매 패턴
고객이 절대 알 수 없는 심리 판매 전략

고객심리를 알면 설득에 성공할 수 있다!

설득의 고수들이 사용하는 

클로징 스킬을 체득화 

함으로써 역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구매 상황에서 보이는 고객의 

일정한 행동 패턴과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과학적인 설득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객단가를 높이고 판매 

단가를 올리는 업/크로스 

셀링 스킬을 학습해서

세일즈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상품의 기능이나 스펙을 단순 

하게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제품의 가치를 키우는 설득 

방법을 배운다.

영업을 관리하는 리더들의 

세일즈 코칭 역량을 업그레 

이드해서 조직 전체의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다. 

과목명 교육 세부내용 기대효과

Customized training
업종맞춤교육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춘 상황별, 상품별 교육을 통해 즉각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프리미엄세일즈

강의 : 80%
실습 : 20%

(2~4hr)

B2C영업스킬

강의 : 70%
실습 : 30%

(2~4hr)

B2B영업전략

강의 : 70%
실습 : 30%

(2~4hr)

상품USP발굴

강의 : 60%
실습 : 40%

(2~4hr)

실전화법교육

강의 : 60%
실습 : 40%

(2~4hr)

프리미엄 마인드의 정의와 세팅방법
프리미엄 상품에만 적용되는 필수 설득 이론
가격이 아닌 가치를 제안하는 방법

비싼 것은 비싸게 팔아야 한다!

설득력 있는 말빨의 3요소
세일즈 스피치에 필요한 핵심 스킬 : 강도와 속도
고객을 설득하는 3감 화법 : 공감, 실감, 교감

성공하는 설득 화법(3감) 만들기!

상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개발자vs판매자vs사용자)
사용자(고객)의 입장에서 상품 바라보기 
USP발굴 법칙 3가지 : Point / Power / People

고객이 반응하는 USP는 따로있다!

B2C영업과 B2B영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긴호흡 영업에 필요한 필수요소 3가지
B2B영업 5단계 프로세스

B2B영업은 다르다!

한 명의 고객과 여러명의 고객
3Why 분석을 통한 설득 전략 세우기
고객의 마음을 여는 열쇠 : 니즈파악

고객이 혹하는, 설득 레시피!

프리미엄 상품의 최적화된 

세일즈 스킬을 학습함으로써 

객단가가 높은 상품의 판매 

두려움을 없애고 성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

B2B영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핵심 

스킬을 학습함으로써

영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성공하는 설득 화법의 

법칙을 배우고 직접 제작/ 

실습해봄으로써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할 수 있다. 

과목명 교육 세부내용 기대효과

모든 고객에게 활용할 수 

있는 3Why를 학습함으로써 

설득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익힐 수 있다.

사용자(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을 바라봄으로써 세일즈 

포인트를 분석하고 설정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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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SALES
CS세일즈 

친절을 위한 친절이 아닌, 세일즈에 도움이 되는 친절스킬을 익힘으로써 매출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고객관계관리

강의 : 70%
실습 : 30%

(2~4hr)

CS차별화기법

강의 : 60%
실습 : 30%
코칭 : 10%

(2~4hr)

전화 서비스

강의 : 60%
실습 : 40%

(2~4hr)

고객상담서비스

강의 : 60%
실습 : 40%

(2~4hr)

CS세일즈기법

강의 : 70%
실습 : 30%

(2~4hr)

충성고객의 1.2.3. 법칙
기존 고객을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방법
절대 변하지 않는 고객관리 10계명

세일즈의 시작과 끝은 고객 관리다!

CS와 설득 스킬의 만남
설득에 도움이 되는 CS 세일즈 법칙 : 3S
고객의 감성을 터치하는 상담 화법

단순 친절 Never No! 설득 친절 OK!

설득에 도움이 되는 상담 서비스 스킬
고객의 감성을 터치하는 상담 화법
고객 상담의 기준 : 3가지 불변의 법칙

남다른 상담에는 특별한 서비스법칙이 있다!

대면 영업(서비스) vs 전화영업(서비스)
성공법칙 :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라! 
고객의 머리속에 그림을 그리는 이미지 상상화법

전화 서비스(영업)의 핵심 스킬!

클래임 vs 컴플레인 : 한 끝 스킬 적용하기
CS차별화를 통한 세일즈 설득 전략
몸에 익힌 설득 CS만 사용할 수 있다

단순 친절 Never No! 설득 친절 OK!

고객을 만족 시키는 서비스 

스킬을 학습함으로써 

충성고객을 만들고 진정한 

고객관리를 실천할 수 있다. 

전화서비스(영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핵심 

스킬을 익힘으로써 

자신감 있는 세일즈를 

시도할 수 있다.

설득 스킬을 적용한 친절 

법칙을 이해하고, 직접 RP

를 해봄으로써 CS상담 

스킬을 업그레이드한다.

과목명 교육 세부내용 기대효과

단순 친절을 넘어 설득 

친절을 학습하고 직접 

연습해봄으로써 차별화된 

CS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설득 스킬을 적용한 서비스 

법칙을 이해하고, 직접 RP를 

해봄으로써 전반적인 고객 

상담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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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Real Training
RP실전교육

상황별·주제별·상품별 실전 롤플레잉을 통해 세일즈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상황 대응 RP

강의 : 50%
실습 : 30%
코칭 : 20%

(2~4hr)

고객유형별 RP

강의 : 50%
실습 : 30%
코칭 : 20%

(2~4hr)

라이프스타일 RP

강의 : 50%
실습 : 30%
코칭 : 20%

(2~4hr)

7초 세일즈

강의 : 40%
실습 : 40%
코칭 : 20%

(2~4hr)

실전 판매 RP

강의 : 30%
실습 : 30%
코칭 : 40%

(2~4hr)

세일즈 과정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
당황하면 지고, 미리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
전문가의 상황별 솔루션 : 3P법칙

다양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

가수는 입으로 연습한다
국가대표가 인정한 진짜 훈련법
종합 실전 롤플레잉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짧을 수록 전달력과 설득력은 강해진다
짧게 이야기 하면서 핵심 내용은 말하는 방법
연습한 만큼 이야기할 수 있다

상품설명을 임팩트 있게 하자!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상품을 연결시키기
가치제안의 방법 : 고객의 삶에 상품 넣기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질문 스킬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자!

칭찬을 좋아하는 고객 vs 칭찬을 싫어하는 고객
다양한 판매스타일은 다양한 설득 무기가 된다
고객에 따른 설득 전략 수립 방법

고객유형에 따라 설득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설득의 과정에서 고객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상황

대응 RP를 해봄으로써 

실전에서의 세일즈성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고객성향에 맞는 적절한 

대응 RP를 미리 해봄으로써 

다양한 컨셉(유형)의 

세일즈를 몸에 익힐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는 

RP를 통해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 시켜 판매에 성공할 

수  있는 설득 스킬을 배운다.

핵심을 담아 짧게 설명하는 

RP를 연습함으로써 전달력과 

설득력이 있는 상품설명 

스킬을 습득할수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최종 

실전 연습 롤플레잉을 

해봄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목명 교육 세부내용 기대효과

Design your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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