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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가치기반판매의 영업프로세스에서 영업의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 필요한 영업활동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성공적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개별 영업활동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가치기반판매를 영업프로세스에서 절차적 진행으

로 이해하며, 이를 영업활동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고, 영업활동을 세분화하여 성공적 수행을 위한 주요 활동 요소를 파악

한다면 가치기반판매 본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가치기반판매의 성공에 관계하는 영업활동을 문헌연구와 적용 사례

의 실증을 통해 영업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영업활동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고, 성공적 전개를 위한 개별 영업활동의 세부 

요소를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한다. 문헌연구와 현장 영업 실무를 통해 다섯 단계의 영업프로세스에서 13가지 영업활동

을 제시하며, 사례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총 42개의 세부 영업활동을 향상된 영업활동 프레임워크

에서 파악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영업프로세스에서 가치기반판매의 영업 기능이 올바른 활동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
리고 특정 고객과의 영업 기회가 가치 기반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역할을 영업활동 프레

임워크를 통해 제공한다. 영업활동 프레임워크는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지침 역할을 한다.

주제어: 가치기반판매, 영업프로세스, 영업활동 프레임워크, 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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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영업 전략

의 효과적인 운영, 영업에 필요한 기능 개발 그리고 

영업에 기울이는 비즈니스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하다(Geiger & Guenzi, 2009; Leigh & Marshall, 2001; 

Storbacka et al., 2009). 

기업은 낮은 성장으로 인한 무한 경쟁 상황에서 고

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판매를 통해 시장을 선점함

으로써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다(Lim, 2016). 고객 가치는 오랫동안 성공적인 비

즈니스의 기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Brandenburger & 

Stuart, 1996; Blois & Ramirez, 2006). 가치에 기반한 판

매 활동 및 방법이 판매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Predmore and Bonnice, 

1994; Terho et al. 2012; Töytäri et al. 2011).

가치기반판매는 고객의 비즈니스에 실제적인 가치

가 있음을 증명하여 제공하고, 이를 영업프로세스에

서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전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Sheth & Sharma, 2008). 따라서, 가치기반판매를 영업

프로세스에서 절차적 진행을 이해하고, 이를 영업활

동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고 영업활동을 세분화하여 성

공적 수행을 위한 주요 요소를 파악한다면 가치기반

판매 본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아울러 성공적 

영업 수행을 향한 전개를 통해 초기 투자와 비용의 리

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영업 효율을 증대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내에 진출한 외산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가치기반판매의 수행이 기업의 영업 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가치기반판매가 

회사의 판매 접근 방식에 유익한 방안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례를 통해 가치기반판매의 성공적인 영업

활동 수행을 위한 영업활동 프레임워크와 영업활동 

요소에 대한 연구는 의미를 가진다. 국내에서는 가치

기반판매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부족하고, 가치기반

판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주요한 영업활동의 수행 

정도를 평가하고 조사한 연구 또한 부족하다. 영업 기

능의 필요한 역량과 가치 기반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

을 위한 영업활동 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연구

는 가치기반판매의 결과에 대한 지식 축적과 직접적

으로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고객 가치, 가치기반판매 및 영업프로세

스에 대하여 소개하고, 성공적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한다. 아울러 영업의 실제적 프로

세스를 진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영

업활동 요소를 프레임워크로 구성하여 검토함에 있

다. 문헌연구 및 사례를 바탕으로 가치기반판매의 실

제적 적용을 통해 영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창출을 위한 실증적 연구를 수

행한다.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의 목적은 가치기반판

매의 새로운 영업활동 프레임워크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영업활동을 영업프로

세스에서 파악한다. 연구는 이론적 부분과 실증적 부

분을 포함하여 설계하였다. 연구의 실증적 부분은 사

례연구의 가장 일반적인 동기와 일치하는 이론적 연

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Järvinen, 2000; Yin, 2009).

본 연구를 통하여 가치기반판매의 영업프로세스에 

영업활동을 파악하고, 동시에 영업 실무에서 활용하

는 영업활동을 반영하여 영업활동 프레임워크를 구성

한다. 또한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의 전개를 위한 방

안을 제공한다. 사례의 적용을 통해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세부 활동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하며 성공

적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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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와 이론적 배경

2.1. 고객 가치(Customer Value)

고객 가치와 그 창출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창호 외, 2005; Anderson & Narus, 2004; 

Grönroos, 2011; Treacy & Wiersema, 1993; Woodruff, 

1997). 또한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확보하는 

것은 우수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의 능력에 크

게 좌우된다는데 일반적으로 동의한다(Slater, 1997; 

Terho et al., 2012; Woodruff, 1997). 

고객 가치는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고객

이 원하는 가치(Customer-Desired Value)와 고객이 인

식하는 가치(Customer-Perceived Value)로 요약할 수 

있다. 원하는 가치는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

할 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Flint and Woodruff, 2001). 고객이 인

지한 가치는 제품에 존재하는 원하는 가치의 일부이

며, 제품의 선택과 구매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매 프로세스 

후에 달성된 순가치이다(Graf & Maas, 2008; Flint et 

al., 1997).

우수한 고객 가치를 창출하여 제공하면 고객 충성

도, 만족도 및 고객 유지에 기여하기 때문에(Anderson 

& Narus, 1998; Heskett, Jones, Loveman, Sasser, & 

Schlesinger, 1994; Khalifa, 2004; Kumar & Grisaffe, 

2004; Webster, 1994), 이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 형

성과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어진다(Ravald & Grönroos, 

1996; Reichheld & Sasser, 1990; Töytäri, Alejandro, 

Parvinen, Ollila, & Rosendahl, 2011; Woodruff, 1997; 

Yang & Peterson, 2004). 

우수한 비즈니스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고

객 가치를 창출하고 포착하는데 뚜렷한 경쟁 우위를 

식별하고 활용해야 한다(Barney, 1986, 2002; Porter, 

1996; Powell, 2001).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역량은 

고객의 비즈니스와 요구 사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

식을 활용하여 적절한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전문 지식

을 제시하는데 기반한다(Sullivan, Peterson & Krishnan, 

2012).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총 이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객을 위한 우수한 솔루

션을 발굴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Sullivan et al., 

2012). 

고객 가치 및 가치 창출의 개념화에서 연구자들은 

고객과 공급업체 간의 상호 작용과, 양 당사자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관계적 관점을 적용한다(Ballantyne, 

Frow, Varey, & Payne, 2011; Lindgreen & Wynstra, 

2005; Ulaga & Eggert, 2005; Vargo & Lusch, 2004). 결

과적으로 B2B 시장에서 가치 창출의 개념은 프로

세스의 상호작용적 특징과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

(Corsaro & Snehota, 2010; Edvardsson, Tronvoll, & 

Gruber, 2010; Grönroos, 2011).

가치를 포착하려면 공급 업체가 먼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어야 한다(Blois & Ramirez, 2006; Brandenburger 

& Stuart, 1996; Coff, 1999; Gosselin & Bauwen, 2006).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과 생존의 핵심 요소가 되는 우

수한 고객 가치 창출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 

(Eggert, Ulaga, & Schultz, 2006; Slater, 1997; Woodruff, 

1997). 고객 가치가 우수하다는 것은 특정 회사의 제

품과 서비스가 경쟁 업체의 동등한 제품보다 고객에

게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 기반의 사고 방식은 비즈니스 교류에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고객 가치와 실제 비즈니스 영향을 

창출하는데 집중함으로써 공급 업체는 교환 가치를 

극대화하고 고객의 희생 즉, 지불 대가를 능가하는 가

치를 확보할 수 있다(Töytäri, 2015b).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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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기반 교환에 초점을 맞춘 기업이 기존의 사후 판

매 노력을 기울인 기업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

(Aberdeen Group, 2011; Terho et al., 2012). 가치 기반 

교환의 핵심 요소는 가치 제안과 교환의 아이디어이

다(Anderson, Narus, & van Rossum, 2006; Kowalkowski, 

2011; Terho et al., 2012). 가치 제안은 오퍼링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점, 고객의 요구 및 그에 따라 고객에

게 요구되는 희생을 지정하는 것이다(Ballantyne et al., 

2011; Frow & Payne, 2011).

2.2. 가치기반판매(Value-Based Selling)

가치기반판매는 고객 가치 창출에 기반한 판매 기

능과 행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Terho et al., 2012). 마

찬가지로 Töytäri et al. (2011)은 가치 기반 접근 방식

의 본질이 고객의 비즈니스를 사전에 이해하고 개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치기반판매는 구매자와 판매

자가 가치를 공동 창출함으로써 모두의 성과와 수익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derson & 

Narus, 1998; Kaario et al., 2003; Töytäri & Rajala, 2015).

전통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는 고객 스스로

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고 구매 요

구사항을 정의하여, 이를 결정한 후, 필요한 솔루션의 

공급 업체를 입찰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려고 시도한

다(Slater, 1997; Weitz & Bradford, 1999; Töytäri et al., 

2011). 이에 비해 가치기반판매는 공급 업체가 고객의 

비즈니스를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솔루션 선정 절차에 

매우 적극적인 개입한다(Terho et al., 2012). 공급 업체

의 영업 부서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판매의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고객과 협력적 대화를 

한다. 고객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객과 공급업체 두 당사자가 협력하면 거래 상황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Töytäri et al., 

2011). 그러나 영업 부서가 솔루션 도입과 관련한 고

객 비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면 고객 비즈니스의 

상황을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고객의 가치 사슬 

분석 및 고객을 위한 산업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공급업체는 잘 교육된 

영업 부서의 구성원이 고객과 의미 있는 대회를 주도

하여, 가치 창출 관계 형성을 위한 상호적 기반을 형

성할 수 있다. 당연히 가치기반판매는 기존의 영업 기

술에는 없는 까다로운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현

이 어려울 수 있다(Töytäri et al., 2011; Kujala, 2015).

가치기반판매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기업이 판매에

서 가치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 더 많은 가치를 

포착하고 우수한 성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

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했다(Aberdeen Group, 2011; 

Vitasek et al., 2012). 일반적으로 가치기반판매 접근 

방식은 가치의 공동 창출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서비

스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Ballantyne et al., 2011).

가치기반판매의 접근 방식에는 고객의 비즈니스 이

해, 가치 제안 개발 및 정량화, 고객과 소통하는 가치 

제안의 세 가지 중요한 활동을 포함한다(Kaario et al., 

2003; Terho et al., 2012; Töytäri et al., 2011). 그러나 

귀중한 리소스를 조기에 사용하는 영업 부서는 이러

한 핵심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잠재적인 고객과의 대

화로 적절한 영업 기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Kaario et al., 2003; Töytäri et al., 2011). 초기 고객 접

촉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장받기 위해 조직 

내에서 충분히 높은 수준의 고객 관리자를 참여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Kaario et al., 2003; Töytäri et al., 

2011). 고객 조직의 성공적인 참여 후 영업 부서는 고

객과 고객 비즈니스의 이해, 가치 창출 잠재력 식별 

및 가치 정량화를 포함하는 가치 조사를 함께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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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Anderson & Narus, 1998; Kaario et al., 2003; 

Anderson et al., 2009; Kaario et al., 2003; Terho et al., 

2012; Töytäri et al., 2011).

가치기반판매는 고객의 구매 요구에 대응하여 판매

하는 반응적 판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리소스를 

필요로 하므로 가치 기반 접근 방식으로 전개하기에 

적합한 비즈니스 대상과 고객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

하다(Töytäri et al., 2011). 선제적이고 조기에 참여하는 

영업적 접근과 노력은 비즈니스 대상의 영업 결과에 

관계없이 상당한 관리, 관계 선택, 기회 및 기타 비용

으로 전환된다(Hogan, 2001). 

또한, 효과적인 가치기반판매는 고객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가

치 있는 제안 또는 솔루션을 고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판매 기능을 필요로 한다(Liu & Leach, 2001). 

가치 지향적 사고 방식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의 오퍼링을 추구하고 공식화할 

수 있으므로 영업 기능에 도움이 된다(Terho, Eggert, 

Haas & Ulaga, 2015). 일반 제품 또는 서비스 번들을 

판매하는 대신, 가치를 제공하면 고객의 가치 창출 

프로세스와 병행하여 작업함으로써 맞춤형 방식으로 

고객 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Tuli et al., 2007).  Kaario 

et al. (2003)의 연구에서 가치기반판매는 전통적인 제

품 및 서비스 판매가 다루는 것과 크게 다른, 고객 과

제 및 프로세스에 집중했다. 가치 중심 영업 접근 방

식의 불가피한 부산물인 제품의 복잡성 증가를 성공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객 지향과 고객 목표 달

성을 지원하고자 함이 판매 기업의 모든 기능에서 반

영되어야 한다(Töytäri et al., 2011). 즉 고객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적 제품과 솔루션의 제안

이 고려되어야 한다.

Terho et al. (2012)는 가치기반판매에 대해 “영업 담

당자가 고객과 협력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

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익을 금전적 용어로 

변환하여 고객의 수익성에 대한 기여도를 설득력 있

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장 오퍼링을 만드는 정도”로 

정의 하였다. Terho et al.(2012)가 정의하는 가치기반

판매는 고객의 비즈니스 영향과 기회를 진정으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가치 제안을 구체적인 금전적 용어

로 정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고객의 가치 

잠재력을 더 잘 이해할수록 가치기반판매 노력의 성

공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세스에 고객을 참여시키

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오퍼링의 가치 잠재력을 정량

화하는 것이 중요하다(Anderson et al., 2009; Anderson 

et al., 1993, 2007).

가치기반판매는 영업 조직내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치기반판매 수행의 실패의 경험은 

타 영업 수행을 방해하는 잠재적 영업 기회의 손실을 

일으키므로 매우 유의해 한다. 또한 실패 경험의 당사

자인 영업 수행자가 가질 자원 손실의 경험과 스트레

스 그리고 그로 인한 가치기반판매에 대한 부정적 시

각에 영업 조직은 매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허명숙, 

천명중, 2015). 따라서 가치기반판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영업 조직은 영업프로세스에서 주요한 영업활동

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성공적 가치기반판매의 사

례를 통해 세부적인 영업활동 요소를 제시하여 성공

률을 높이고 성공 경험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Töytäri (2015a)에 따르면 조직의 구매 및 영업프로

세스는 영업 기회 관리의 여러 단계에 연결될 수도 있

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의 구매 및 영업프로세스 간의 

연결 고리를 인식하고 구매자의 구매 프로세스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객의 

구매 프로세스의 특정 시점에서 올바른 조치를 취하

면 판매자가 고객의 가치 인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 기회가 효과적으로 향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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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영업 기회 관리가 가치

기반판매 접근 방식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프로세스임을 확인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치

기반판매의 기회에는 기존 판매에 비해 더 높은 복잡

성, 비용, 위험 및 기간이 포함된다. 이것이 바로 가치

기반판매가 영업 기회 관리와 함께 필수적인 영업프

로세스에서 인식해야하는 이유다. 이는 가치 창출 및 

가치 처리의 잠재성을 평가하여 고객을 선택하고 관

계의 가치와 위험을 결정할 때 전략적 적합성을 보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기회 관리는 가치기반판매와 

함께 필수적인 프로세스인 것이다(Töytäri, 2015a)

영업 실무에서는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영업프로세

스를 특정 단계를 지정하여 각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할 영업활동을 지정하여 운영하더라도, 전체 영업 기

회 관리를 목적으로 둔 영업프로세스를 동시에 운영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기업의 모든 영업 기회가 

가치기반판매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고 기존의 고객

이 지정한 영업프로세스에 순응하여 판매하는 영업 

기회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영업 기회를 

영업 기회 관리 프로세스는 수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전사적 영업 기회 관리 프로세스에 가치기반

판매 프로세스를 적절히 반영하여 영업 기회 관리를 

함께 수행한다.

2.3. 영업프로세스(Sales Process)

이미 1920 년대부터 영업프로세스는 영업 기회 관

리와 영업활동 관리의 목적으로 개발되어 활용중에 

있다. H. James Harrington (1991)과 Eugene H. Melan

(1993)는 영업프로세스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에 

가치를 더하고, 내부 또는 외부의 고객을 위한 출력을 

생성하는 상호 관련된 활동 또는 그룹 활동이라고 정

의하였다. 이를 통해 Selden, Paul H(1998)는 영업프로

세스를 영업에서의 획득물을 일련의 이벤트 결과로 

취급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영

업 상황을 진지하게 파악하려면, 영업 전후의 이벤트

를 체계적으로 탐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영업프로세스는 전통적으로 일곱 단계의 영업활동

으로 분리하였다(Moncrief & Marshall, 2005). Moncrief 

and Marshall(2005)는 영업프로세스를 1단계-전망, 2단

계-사전 접근, 3단계-접근, 4단계-프리젠테이션, 5단계

-이의 극복, 6단계-종결, 7단계-후속 조치의 단계별 수

행 내용을 설명했다. 영업프로세스 모델이 도입된 이

후, 이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Terho et al,(2012)는 가치기반판매의 세 가지 차원

을 “고객의 비즈니스 이해”, “가치 제안 개발 및 정량

화” 및 “가치 제안을 고객과 소통”으로 제시하는 반

면, Töytäri et al.,(2011)은 <그림 1>와 같이, 가치기반

판매의 영업프로세스를 일곱 단계로 구성하도록 제안

했다. 이후 Töytäri(2015a)는 가치기반판매의 영업 기

회 관리 프로세스를 구매자와 판매자 입장에서 상호

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가치를 창출하며 영향을 주고 

받는 영업활동으로 설명하면서, <그림 1>와 같이 판

매자 입장의 영업프로세스를 “고객 선택”, “목표와 긴

급성”, “솔루션 차별화”, “선호도”, 및 “가치와 리스

크”의 다섯 단계로 설명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가치기

반판매를 위한 영업프로세스를 규정할 때 다섯 단계

가 일반적 선택이며, 가치기반판매를 적용하는 산업 

현장의 영업 실무에서도 일반적으로 다섯 단계의 영

업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다. Kujala(2015)의 가치기

반판매의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에 의하

면,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의 기준은 가치 기반 영업프

로세스내의 각각의 단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가치기반판매의 영업프로세스

를 다섯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성과 지표와 필요한 역

량 및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다.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영업활동 프레임워크 구성과 영업활동 요소에 관한 사례연구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Mar. 2021 189

Terho et al. (2012)에 따르면, “영업프로세스에서 고

객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것은 단계별로 나아

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이라 했다. 고객의 

목표에 대한 이해, 수익 논리, 고객의 비즈니스 이해

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핵심 과제는 가치 제안

을 만드는 단계에서 고객의 문제를 식별하고, 고객과 

공급자에게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단계에서 정량화 노

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rho et 

al (2012)는 가치 전달의 마지막 단계는 영업 담당자가 

판매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 단

계이며, 고객과의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고

객의 비즈니스 이익에 부합하는 제품의 기여와 신뢰

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연구 모델

이 연구는 기업이 판매에 대한 가치 기반 접근 방식

의 성공적 수행을 진행하기 위해 영업프로세스에서 

영업활동과 세부 활동 요소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가치 기반 영업의 전개를 통해 최종 고객

과 계약 성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한다. 관련

한 이론적 고찰과 이전의 연구는 이러한 목표에 대한 

연관된 결과를 제공하며 연구의 실증적 부분에서 검

증할 수 있다. 연구의 이러한 이중성 측면으로 인해 

연구가 추론을 위해 연역적 및 귀납적 방식을 결합하

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연구는 실제 산업체에서 수행하는 가치기반판매의 

영업활동을 파악하고, 이것이 이론적 사항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

일 회사에서의 서로 다른 사례연구가 적절한 연구 방

법으로 결정되었다. 하나의 사례 회사만 조사함으로

써 여러 회사에서 사례연구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보

다 동일한 기준의 영업프로세스에서 성공과 실패와 

관련한 영업활동의 진행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론적 연구는 가치기반판매와 영업프로세스

를 조사하고 성공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요소를 파악

한다. 이전 연구를 통해 판매 기능에서 가치 기반 접

근 방식을 성공적으로 채택하기 위한 영업활동 관련 

요소를 추출한다. 가치기반판매를 영업 조직에서 수

행할 때, 주요한 영업활동 요소가 실행되지 않는 한, 

성공적 수행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수행을 

지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Töytäri, 2015a; 

Kujala, 2015).

<그림 1> 가치기반판매의 영업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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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례연구 설계와 접근

가치기반판매는 이 연구에서 핵심 대상으로 작용하

며, 소프트웨어의 B2B 판매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분석 단위는 각기 다른 고객을 대상의 개별 영

업 기회로 한다. 또한 동일 영업프로세스가 작동하는 

대상을 지정하였으며, 영업프로세스의 상이함으로 인

한 차이를 배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수준은 특정 기업에서 가치기반판

매를 목표로 자체 지정한 영업 기회를 대상으로 하

였다. 그 이유는 연구의 질적 접근 뿐만 아니라 연구

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치기반판매

의 수행 경험을 가진 모든 영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절차는 고객 가치와 가치기반판매에 대한 광

범위한 문헌 검토가 완료된 이론적 단계로 시작되었

다. 이론적 연구는 가치기반판매의 성공적 영업활동

을 영업프로세스내 각 단계별로 주요한 영업활동에 

대한 초기 결과를 제공했다. 문헌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사례 회사 영업 담당자로부터 주제

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및 철저한 분석을 거쳐 연구의 실증적 부

분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였다. 연구 과정은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사례를 비교하고 이러한 결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연구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입장인 사례 수집 대상 회사로부

터 가치기반판매의 영업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관련한 

영업활동을 파악하였다. 이 회사는 이미 판매에 대한 

표준 영업프로세스를 보유하여 영업활동을 진행하였

으며, 가치 기반 접근 방식을 새로운 영업 전략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사례 수집 대상 회사는 B2B 산업 환경에서 소프트

웨어를 통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회사의 글

로벌 영업 전략에 따라, 2020 년에 가치기반판매를 처

음 시작하였으며 영업 기회를 특정하여 모든 영업 담

당자가 년간 1건 이상의 영업 기회에 가치기반판매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대상 회사의 이러한 상황은 가

치기반판매의 성공과 실패의 영업활동 요인을 분석하

는 귀중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사례라 하겠다.

사례연구를 위해 선택한 기본 데이터 수집 방법은 

심층 인터뷰와 “전략 고객 활동 계획 보고서” 와 같은 

서면 자료이다. 그 이유는 인터뷰가 연구의 질적 접근

에 특히 적합하고(Strauss & Corbin, 2008) 사례연구에

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소스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aston, 2010). 또한 전략 고객 활동 계획 보고서를 포

함한 문서를 통해 각기 다른 영업 기회에서 영업 행위 

중심으로 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 데이터로 선택하였

다. 가치기반판매에 대한 개별 담당자의 인식과 수행

된 영업활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인터뷰는 주관식 서

술형으로 설계되었다. 주관식 서술형의 형식은 인터

뷰를 통해 인터뷰의 대상자가 가장 잘 알고 귀중한 통

찰력을 가지고 있는 특정 문제와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데이터 수집에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

하여 선택하였다.

3.2. 가치기반판매의 영업활동 프레임워크

고객 가치 창출에 대한 전략적 초점은 필요한 프로

세스, 기능 및 활동이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성공적으

로 구현되지않는 한, 회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따라서, 가치기반판매와 관련하여 영업 부서가 

우수한 가치 제안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

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함을 의미한다

(Anderson et al., 2007). 제품의 가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입증이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에 필수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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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기 

때문이다(Terho et al., 2012). 분명히 모든 공급 업체는 

자신의 제안이 구매자에게 가치를 제공한다고 주장하

지만, 차별화 요소는 가치기반판매 주장에 대한 설득

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Anderson & Wynstra, 2010).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치 중심 전

략이 아무리 혁신적이고 철저 하더라도 성과로의 결

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특정 조치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 

자명한 이치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전략을 성과로의 

결과에 연결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구현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하나의 입장을 취하였다(e.g.: Govindarajan, 

1988; Strahle, Spiro, & Acito, 1996). Sterling (2003)은 

“보편적인 전략의 효과적인 구현은 항상 훌륭한 전략

의 평범한 구현을 능가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성공적

이고 효과적인 구현 없이는 전략과 그 실행이 성과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없다.

가치기반판매 접근 방식을 성공적이며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은 영업프로세스내 영업활동을 분

석하여 단계별 핵심사항을 식별하는 것이다. 즉, 영업

프로세스에서 영업활동의 이해가 중요하다. 그 이유

는 가치기반판매의 궁극적 적용은 가치기반판매가 영

업프로세스의 개별 단계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변환되

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치기반판매의 성공적인 

결과는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핵심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Kujala, 2015)

3.2.1. 영업프로세스와 영업활동

Töytäri et al. (2011)은 <그림 2>와 같이 성공적인 가

치 기반 영업활동을 위한 8 가지 핵심 활동을 정의하

였으며, 가치기반판매를 통해 판매 결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 영업 담당자는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하

였다. Töytäri et al. (2011)은 적합한 고객을 식별하는 

것이 가치기반판매의 핵심 활동임을 발견했다. Kaario 

et al. (2003)은 가치기반판매에는 고객측의 헌신하려

는 의지와 고객과 판매자간의 높은 수준의 관계 가치

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치기반판매는 영업 담당자가 자신의 제품 가치와 

고객의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 

담당자를 활동의 중심으로 한다. 영업 담당자는 고객

의 비즈니스와 주요 과제 및 동인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가치기반판매를 위해서는 공급 업체의 영업 관

련 기능이 고객의 목표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홍진원, 서우종, 2014). 영업 담당자가 고객의 비

즈니스를 이해한 후에는 자사의 제품이 고객의 비즈

니스 및 운영에 어떻게 포지셔닝 되는지에 대해 숙고

해야 한다. 이 영업 과정에서 영업 담당자는 고객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 내고, 기존 솔루션

을 추가로 발전시키거나, 가장 큰 가치 교환의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오퍼링의 차선책과 비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 담당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다른 대안과 포지셔닝을 고려해야한다(Töytäri et 

al., 2011).

<그림 2>는 기존 문헌연구에서 언급한 가치기반판

매의 3가지 차원(Terho et al. , 2012)에서의 영업활동과  

Töytäri et al. (2011)에 의해 제시된 가치기반판매의 성

공을 위한 8가지의 영업활동을 다섯 단계의 영업프로

세스에 매핑 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Kujala

(2015)가 제시한 가치기반판매의 다섯 단계 영업프로

세스의 설정과 단계별 주요 영업활동을 나타낸다.

귀납적 사례연구는 이론 구성 접근법에서 이론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Woodside & Wilson, 

2003). 사례연구를 통해 고객 가치의 개념적 프레임워

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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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은 서

로 다른 개별 행동 및 결정과 같은 전략적 프로세스와 

복잡한 사회현상을 조사하는데 사용된다(Dubois and 

Gadde, 2002; Halinen and Törnroos, 2005; Snow and 

Thomas, 1994).

가치기반판매에서 문헌이 강조하는 내용을 기반으

로 영업활동의 채택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 프레임워

크를 만들 수 있다 (Moorman & Vogel, 2012; Töytäri 

& Rajala, 2015; Töytäri, 2015a). 프레임워크는 가치 기

반 영업의 영업프로세스에 의한 진행을 바탕으로 성

공적인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설정하는 것

이다. 접근 방식은 이전 연구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성

공적인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영업활동 핵심 요소와 

주요 영업활동을 반영하여, 다섯 단계 영업프로세스

에 따라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재해석한 결과이다. 또

한 가치기반판매를 영업 실무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

업에서의 영업프로세스내 영업활동을 단계별로 파악

하여 영업활동 프레임워크에 반영한다. 

이러한 영업활동 중심의 영업프로세스에 기초한 가

치기반판매의 성공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별 영업 기

회에서 영업활동의 수행 여부와 세부적인 요건을 파

악해 볼 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 

가치기반판매의 성공적 진행 여부를 영업활동의 진

행 여부에 의해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는 영업프

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식별할 수 있다. 영업프로세스

의 여러 단계에서 주요한 영업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성공적 접근을 위한 세부 요건을 파악할 수 있다. 가

치기반판매의 영업프로세스에서 성공적 수행을 위한 

영업활동의 기준은 기존 문헌을 기반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부록1> 참고)

3.2.2. 실무에서의 영업활동

T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산업계가 디

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비즈니스와 내

부 혁신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변화의 상황에서 가

치를 중심으로 하는 영업 전략이 영업 기회를 가속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T사는 디지털 전환이 산업의 가

치 공급 사슬을 새롭게 구성하고, 구매력이 정보기술 

<그림 2> 가치기반판매의 영업프로세스에서 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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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서 현업 중심으로 이동하여 짧은 기간에 더욱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매 절차가 변경하고 있다

고 판단한다. 또한 고객은 명확한 오퍼링과 간결한 구

매 행위를 원하는 협력 파트너로부터의 구매를 원하

며, 가치 기반을 이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설정

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T사는 가치 기반의 영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비즈니스 향상에 초점

을 맞춘 고객 중심 지향과, 실제 제품을 활용하는 현

업 사용자에게 더 빨리 초점을 맞추어 협의를 시작하

고, 새로운 참여와 이행 모델로 최고의 고객 경험을 

창출하고, TCO(Total Cost of Ownership, 총 소요 비용) 

만이 아닌, 전략적 비즈니스 가치를 정의하는 방식으

로 가치기반판매를 전사적 영업 전략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T사는 이를 위하여 영업 담당자가 영업을 수행함에 

일관된 가치기반판매의 이해를 위해 T사의 가치기반

판매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영업 현장에 적용 중에 

있다. T사에 활용하는 고객 우수성 프레임워크

(Customer Excellence Framework)에서는 1단계-전략, 2

단계-설정, 3단계-이행, 4단계-검증, 5단계-종결의 다

섯 단계의 영업프로세스에 필요한 영업활동을 지정하

여 활용중에 있다. 영업 실무의 적용 내용과 관련한 

영업프로세스 및 영업활동은 <부록2>에서 자세히 다

룬다.

3.2.3. 영업활동 프레임워크

문헌을 통한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영업프로세스에

서 영업활동의 재해석과 영업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

는 영업활동을 통합한 영업활동 프레임워크는 <그림

3>과 같이 제시한다. 이 영업활동 프레임워크은 

Kujala(2015)의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다섯 단계 영업

<그림 3> 가치기반판매와 영업활동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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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의 영업활동과 여기에 Töytäri et al. (2011)가 

제시한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영업활동 8가

지 핵심 요소 및 Terho et al.(2012)가 제시한 가치기반

판매의 3가지 주요 영업활동을 반영하여, 다섯 단계의 

영업프로세스에 따라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재해석한 

결과이다. 또한 가치기반판매를 영업 실무에서 수행

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영업프로세스내 영업활동을 단

계별로 파악하여 영업 실무에서 적용하는 가치기반판

매를 위한 영업활동도 영업활동 프레임워크에 반영하

였다. 

영업활동 프레임워크가 성공적 가치기반판매를 위

해 채택한 세부적인 영업활동 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참고)

4. 사례연구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 T는 2020년 회기 년도를 

맞아 글로벌 영업 전략 차원에서 영업 담당자 별로 적

어도 1건 이상의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영업 기회 발

굴과 접근을 시작했으며, 국내 지사에서는 회기 년도

의 마지막인 현재 4건의 가치기반판매가 실무적으로 

수행되어 영업 결과로 정리되었다. 지금까지 가치기

반판매가 영업프로세스에서 어떠한 영업활동이 이루

어졌는지 충분히 모니터링되고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

에 영업활동 프레임워크 기반의 영업활동의 진행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다섯 단계의 

가치기반판매의 영업프로세스와 일치하도록 영업프

로세스에서 영업활동을 설계하였다. 가치기반판매의 

성공을 위한 향상된 영업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영업활동의 세부적인 영업활동들을 식별하였다. 이러

한 조치는 T사가 영업 담당자 별로 각기 다른 고객군

을 배정하여 가치기반판매의 영업 기회 대상이 고객

별로 다르고, 각 고객군에서 1건씩의 사례를 지정함으

로써 고객군 별로 편향되지않고 균일한 결과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례 회사의 익명성을 위해 각 

사업 분야 및 대상 기업에 대해 개별적이 아닌 통합적

인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영업프로세스 개별 

단계에서 다음에 제시되는 실증적 결과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의 <표 2> ~ <표 6>에서 제시하는 확인된 영업

활동은 사례를 통해 생성되었다. 선택 기준은 영업 부

<표 1> 영업활동 프레임워크내 13개 영업활동 구분

단계 주요 영업활동 기존 연구 재해석 영업 실무 활용

1: 전략

대상 고객 선택 V V

고객비즈니스분석과 이해 V V

상호 이익 분야 개발 V V

2: 설정

임원 대상 판매자 메시지 V

파트너로서의 고객 V

가치 내재화 V

3: 이행
조인트 워크숍 수행 V

선택적 솔루션 오퍼링 V V

4: 검증
가치 제안 리뷰 V V

솔루션 검증 V

5: 종결

가치 정량화 V

계약 V V

계약후 활동 V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영업활동 프레임워크 구성과 영업활동 요소에 관한 사례연구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Mar. 2021 195

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활동의 바람직한 결과 및 그

렇지 못한 경우의 상황이다. 제안된 영업활동은 판매 

사례가 본질적으로 효과적인 기회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가치기반판매에 적합한지 여부를 나타낸다.

4.1. 영업 담당자 인터뷰와 영업활동 분석

단계 1: 전략

가치 기반 영업프로세스는 적절한 고객과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사전 영업활동으로 

시작한다. 자원 집약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가

치 기반 영업활동의 특성 때문에 잠재 고객 수를 좁혀 

영업프로세스의 첫번째 단계에서 효과적인 기회 관리

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영업 기능은 

가치기반판매에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기회에 자원 

및 영업의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가치기반판매는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매우 전략적 

선택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대상 고객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치기반판매는 영업 담당자 뿐만 아

니라 솔루션 엔지니어, 밸류엔지니어 등 다량의 리소스

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패는 더 큰 기회 손실

을 가져 오는 것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한 

고객 선택의 전략이 필요 합니다.” - C사례 영업 담당자

가치기반판매의 영업활동이 초기에 많은 비용을 발

생시킴으로 인해 잘못된 대상 고객의 선정은 최종적

으로 영업 결과를 나쁘게 할 뿐 아니라 위험관리 측면

에서도 나쁜 결과를 가져옴으로 매우 신중히 결정되

어야 한다.

“고객은 가치기반판매를 희망하는 공급업체에게 언제

나 열린 기회를 내어 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여유가 

항상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급업체로부터 

무리한 미팅 요청과 예상 가치 전망의 제시 등은 오히려 

고객에게 공급업체의 기술,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에 대

한 수용적 태도에 반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D사례 영업 담당자

따라서, 공급 업체는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희생과 

공급업체와 열린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호 신뢰를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객은 이미 공급업체의 제품 일부를 사용 중이며, 공

급업체의 제품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

단하는 고객인 경우 더욱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리소스 투자와 전략적 영업 목표를 고려하여 보다 장

기적 관점에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대상의 고객을 대

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번번히 미팅에 응해 주

지 않았어요. 솔직히 우리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

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 B사례 영업 담당자

또한 가치기반판매 대상 고객의 선정 과정에서 매

우 유념해야 하는 것은 가치기반판매가 영업 담당자

로서의 개인이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

업 부서가 팀을 구성해 진척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따

라서 가치기반판매의 선정에 영업 담당자 뿐만 아니

라 프리세일즈, 영업 매니저, 채널 영업 담당자가 함

께 선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영업 담당자는 영업 기회를 조사하고 관련 기회를 

식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이러한 방법에는 

시장 분석, 산업 분석, 고객 비즈니스 분석 및 판매 리

드 분석과 같은 기본적인 판매 사전 분석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판매 기회 분석은 잠재 고객사의 웹 사이트

를 방문한 후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분석하고 공개된 

재무 재표와 분기 사업 보고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매 기회의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영업 담당자(팀)는 고객의 비즈니스 기회를 평가해

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사례의 실행 가

능성에 대한 예측과 중요한 고객과의 사전 연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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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더욱 의미 있는 영업 

대상자의 선정을 위해서는 잠재적 대상으로 판단하는 

고객을 직접 접촉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영업의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잠재 고객은 쉽게 대

화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영업 담

당자는 가치기반판매의 영업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

는 관련 담당자를 식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네트워

크를 구축해야 한다.

“가치기반판매 대상 고객을 선정하고 영업팀과 함께 

고객의 사업 전략과 방향성, 주요 이니셔티브 등을 조사

하고 재무 재표를 통해 고객의 재무 상황도 파악했어요. 

그러나 이 정도의 정보로는 우리 솔루션에 고객이 관심

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내

부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 A사례 영업 담당자

구축된 고객 네트워크를 통해 파악하여야 하는 것

을 고객 분석 지침에서는 기업의 사업 목표와 전략/비

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이니셔티브와 프

로젝트, 프로젝트의 중요한 기능과 과제, 필요한 솔루

션을 지정하고 있다.

“가치기반판매는 고객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고객에게 우리가 경험된 가치가 

있으니 소통하자고 하면, 고객이 쉽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존 우리의 고객이라도 그분들의 계획된 사

업 이니셔티브나 프로젝트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D사

례 영업 담당자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고객 선정은 그 고객의 상황을 

상당부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이미 고객도 기존의 우

리 제품 사용의 경험을 통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 A사례 영업 담당자

인터뷰 결과,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영업프로세스의 

첫번째 단계에서 세분화된 13가지 영업활동을 파악하

여 제시한다. 

단계 2: 설정

앞서 언급했듯이 가치기반판매에 성공하려면 고객 

조직의 관련 의사 결정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

다 (Kaario et al., 2003; Töytäri et al., 2011). 이 단계에

서는 1단계에 준비된 어커운트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

<표 2> 단계 1: 전략 단계에서의 영업활동

활 동 구 분 영업활동

대상 고객 선택

신뢰관계의 고객 선택

의사결정권자와 직접 소통 고객

영업팀과의 합의에 의한 고객 선택

협력적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된 예상 고객

고객 비즈니스 분석과 이해

시장 분석 및 고객의 사업 목적과 전략

고객의 비즈니스 착수 계획과 관련 프로젝트

중요한 사업적 도전과 필요 역량

고객 현황 자료 수집

고객의 의사결정 구조와 영향력 분석

상호 이익 분야 개발

주요 이니셔티브 파악

대상 고객과의 과거 사업 내용과 현재의 솔루션 사용 현황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발상과 방법

수행을 위한 전략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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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디스커버리 미팅(Discovery Meeting)을 진행한다.

영업 담당자에 의한 고객 의사 결정자와의 연락이

나 미팅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기보다 전달할 내

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의사 결정자와 만남이 가

능하다고 할 지라도 영업담당자(팀)가 전달할 임원용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지않으면, 임원 결심의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의 영업프로세스 진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임원용 메시지가 사전에 준비된 

공급업체의 가치와 참조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급적 판매자는 의사 

결정자의 개인적인 동기, 관심사 및 KPI에 대한 지식

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측 가치 문서(Prospective Value)는 고객이 속한 산

업계의 주요 과제 또는 초기 조사를 통해 수집된 특정 

고객의 요구 사항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간결

한 문서이다. 이 준비된 문서는 공급업체가 고객의 과

제의 해결과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변화를 위한 사

례”를 만들어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한다. 

예측 가치 문서의 목표는 고객이 공급업체와의 파트

너쉽 추구에 명확한 가치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기업은 영업 부서가 고객과의 소통에 사용할 수 있

는 예측 가치 문서를 다양한 사례 중심의 형태로 제공

하여 예측된 가치를 해당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제공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예측 가치 문서나 가치 템플릿의 

준비없이, 영업팀 자체적인 구상에 의한 고객 전달용 

문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는 회사가 추가하거나 

준비된 상황이 아닌 개별로 인식하는 합의되지 않은 

가치 항목(Value Items)을 그대로 고객에게 노출할 위

험이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고객과의 추가적인 논

의나 워크숍 등을 진행할 때, 준비되지 않은 가치에 

관한 메시지 전달을 하게 되고, 결국 고객은 공급업체

의 빈약한 준비로 인해 공급업체가 제시한 가치에 대

해 의문점을 가지게 되어 추가적인 협의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예측 가치 문서 구성과 다양한 템플릿의 준

비는 일관되게 기업의 영업 전략 조직에서 사전에 준

비하여야 합니다. 템플릿에는 다음 단계에서의 미팅

에서의 활용을 고려하여 사례와 판매자의 경험을 포

함한 설득력 있는 형태와 내용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예측 가치 문서의 내용과 템플릿의 내용은 가치

기반판매를 영업 조직이 수행하기 전에 영업 담당자

가 이미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여기서 기업의 영업 전략 조직에서 준비한 일

관된 가치 항목은 영업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을 통해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치기반판매는 영업 담당자로서의 개인에 

의한 영업활동이 아닌 팀 단위의 접근이므로 팀 전체

가 가치에 관한 메시지 전달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영업 담당자가 고객 조직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에

게 주요 업계의 동향과 공급자의 가치 제안에 대한 전

반적 사항 및 관련한 고객 문제 해결의 제공은 영업프

로세스 2단계의 핵심 영업활동 중의 하나다. 이러한 

임원용 메시지의 전달 목적은 다음의 협력적 가치 리

뷰를 위해 현장 수혜자와 워크숍 수행의 자원을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의사 결정권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예측 가치 문서를 요약하여 전달한다. 다만, 

이를 전달한 영업 담당자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충분

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 가치기

반판매를 위해서는 영업 담당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

는 서비스와 연관한 가치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

명할 수 있도록 영업 조직 차원에서 충분한 교육과 사

전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 부서에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예

측 가치 문서를 바탕으로 유망한 영업 기회를 식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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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공급업체와 신뢰를 가진 잠재 고객과의 대화를 시

도 한다. 고객과의 연락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급업체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

엇인지 아직 알지 못할 수 있다. 가치기반판매는 고객

에게 사전에 접근하여 판매자가 고객에 대한 잠재된 

요구를 창출하거나 필요한 솔루션에 대해 고객의 인

식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에게 

사전 접근 단계에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

인지 모를 수 있다.

영업 담당자는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고객의 산업 분야별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가치는 회사의 영업 전

략팀을 통해 사전에 준비되어 전달되어야 하며, 영업 

담당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 내재화 되어 있

어야 한다.

영업 담당자는 고객 중에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제

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가장 업무에서 유익할 고객이

나 도입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권자를 만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고객을 만났을 때 이 기회

를 잘 활용하는 것은 가치기반판매의 영업활동에 매

우 중요한 상황이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않은 상태

에서 고객과의 만남은 상호간에 유익한 결과를 만들

어 내기 어렵다.

“제품만을 이해해서는 의미 있는 고객과의 미팅을 갖

기 어려웠습니다. 고객은 제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

라 고객의 현재 상황보다 더 나아진 상황을 찾습니다. 우

리는 해결방안을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이 해결 모색을 

위한 미팅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안에 있어야 합니

다. 의미 있고 추가적인 미팅을 갖기 위해서는 영업 담당

자가 가치 제안의 방향을 갖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

다”. -A사례 영업 담당자

또한 이 단계에서는 영업 담당자가 고객의 진정한 

요구 사항, 현재의 어려운 점, 해결 과제와 목표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 담당자는 올바

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에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객으로부터의 파악된 정보는 이

후에 판매 단계에서 각종 보고와 영업 관리 시스템 등

록되어 영업팀내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어렵게 준비한 고객과의 첫 미팅에 우리는 매우 집중

해야 합니다. 고객 중 적임자와 미팅을 하는 것은 물론, 

기회가 왔을 때 고객에게 우리의 가치를 잘 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질문을 영업 담당자가 할 수 있어야 합니

다. 영업 담당자는 만나는 고객에서 어떤 가치 항목을 고

려할 지에 대한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C사례 영업 담당자

<표 3>는 고객, 특히 임원으로부터 판매자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영업프로세스 2단계 과정에

<표 3> 단계 2 : 설정 단계에서의 영업활동

활 동 구 분 영업활동

임원 대상 판매자 메시지

디스커버리 미팅(Discovery Meeting)

판매자의 준비된 예측 가치 문서(Perspective Value)전달

판매자의 가치 항목(Value Items) 전달

파트너로서의 고객

고객의 니즈, 요구사항, 목적, Pain과 Challenge 인지

핵심 고객과 영업 담당자 간의 직접적인 핫라인 구성

고객으로부터의 내부 협력(희생) 확인

가치 내재화
가치 템플릿의 준비와 가치 항목의 이해

영업 담당자의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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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식별된 영업활동을 나타낸

다. 판매자는 가치기반판매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판

매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주어진 템플릿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 항목과 예측 가치 문서를 전달

한다. 

효과적인 예측 가치 문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판

매자 내부에서 지식과 사례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

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영업 일선에서 고

객 및 고객 방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하고 공유하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과의 미팅에서 사례의 

제시는 일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유익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의 확신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구매자 조직의 의사 결정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인식과 제공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관

계가 진행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

로 판매 사례에서 가치기반판매를 계속하려면 판매자

와 핵심 고객 또는 의사결정권자가 직접적인 핫라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계 3: 이행

고객사로부터의 확보된 정보와 상황, 요구사항, 의

사 결정권자의 주요 의제를 바탕으로 영업 담당자(팀)

는 고객과의 협력적 가치 리뷰를 위한 워크숍을 제안

할 수 있다. 실무자 및 핵심 관계자인 고객과의 직접

적 협의를 통해, 고객은 공급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 제안의 확장된 형태를 이해하고, 공급업

체는 고객으로부터 고객이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을 함께 협의함과 아울러 해결을 위한 솔루션,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성공을 위한 로드맵을 공동으로 작

성할 수 있다. 따라서 조인트 워크숍의 개최 여부는 

가치기반판매의 성공 여정에 매우 중요한 영업활동 

항목이다.

솔루션 로드맵은 제안된 솔루션의 개념적 구성과 

단계적 구현 방법을 제공하여 고객이 솔루션에서 실

현할 가치를 극대화한다. 초기 구성 및 단계적 구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공하여 점진적인 가치를 보장

하고 가치 실현 계획을 요약한다. 협업 모델은 고객이 

로드맵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투자 가치를 방어하고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은 내부 이니셔티브를 

구축 할 때 이를 참조하여 구성방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이 가진 고민이나 문제점을 모두 일시에 해결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공급업체는 그

들 고유의 제품과 서비스에 기반한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고객의 문제를 특정 지어 해결책을 제

시할 것이다. 이러한 오퍼링은 고객의 기대와 일치해

야 한다. 만약, 판매자 회사가 고객의 고민과 문제점

을 세부 항목으로 정리했을 때, 부합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이 고객은 가치기반판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

“의욕이 앞서 고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덤비

는 것보다는 고객과 함께 문제를 나열하고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너무 많은 과제의 도출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 C사례 영업 담당자

공식적인 투자에 대한 구조와 방법을 제공하고 고

객 전략과 일치하는 고객 성공을 위한 비전을 생성한

다. 협력적 가치 리뷰와 관련한 협업 프로세스는 제안

된 솔루션 도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

람(Influencer,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 고

객)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공동으로 추진

하기로 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은 협상을 준비하여 계

약으로 향하는 영업 담당자의 기본 자료이며 도구입

니다. 이 문서는 또한 가치 실현 단계의 다음 단계에

서 가치 실현 목표의 기초 자료가 된다. 또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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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자(Economic Buyer)로부터 공급업체의 가치 제안

에 대한 동의를 얻고 검증을 위한 단계를 설정하는 데 

협력적 가치 리뷰는 유용하다.

조인트 워크숍의 과정을 통해 공급업체는 그들의 

솔루션을 잘 이해하고 고객의 문제점의 해결을 공급

업체의 솔루션으로 고객 내부에서 긍정적 의견을 도

출하는 챔피언(Champion, 고객 내부에서 판매자를 지

원하는 고객)을 식별할 수 있다. 이 챔피언은 의사결

정에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고객일수록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를 가능하게 한다.

공급업체의 오퍼중 고객과 함께 확정한 검증 대상

에 대하여 영업팀은 핵심 가치 동인과 공급업체의 고

유한 판매 부분의 차별화가 필요가 있다. 영업팀은 고

객에게 참조 사례를 활용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향

상시킬 방안을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 검증 받고 합의

될 수 있는 가치의 정량화는 고객에게 신뢰와 설득력 

및 확신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례

를 중심으로 한 매우 포괄적인 가치 정량화를 통해 다

음 단계로의 진행에 대한 의사결정의 도구로 정량화

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가치의 정량화는 가치 

전반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무너뜨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 - C사례 영업 담

당자

고객은 언제나 대안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치기반판매의 일시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 제품이나 솔루션을 공급업체

에서는 인식하고 차별화 전략을 고객에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치기반판매를 수행하는 영업팀은 고객에게 전달

하는 오퍼링에 공급업체의 고유하거나 차별화된 기

능, 특수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고객으로부터의 경쟁 입찰에 대응해 솔루션의 

차별화를 할 수 있다. 또한 고객과의 워크숍 과정을 

통해 선별된 가치 제안이 성공적으로 고객과 합의에 

이루어졌다면, 판매자는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영업프

로세스의 4단계를 실행할 수 있다.

고객에게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달한 

확정된 오퍼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고객에게 전달한 오퍼링은 고객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제거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활용될 

때 고객에게 상당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고객에게 

진정한 비즈니스 영향을 창출함으로써 가치 대화가 

합리화 된다.

단계 4: 검증

설득력 있는 의사 소통과 참조 사례를 활용하는 매

력적인 스토리텔링 기술은 성공에 유리한 자산이다. 

<표 4> 단계 3: 이행 단계에서의 영업활동

활 동 구 분 영업활동

조인트 워크숍 수행

고객과 함께 협력적 가치 리뷰

핵심 차별화 요소 파악

고객 챔피언(Champion) 식별

경쟁 솔루션과의 차이 분석

솔루션의 로드맵(Roadmap) 전달

선별적 솔루션 오퍼링

문제 해결 솔루션 우선 순위 지정

기술적 검토 수행

관심 끌기 데모 수행

3 Whys(Why do anything, Why this solution, Why now)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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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의 과정은 고객에게 확신

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유용하며, 판매자에게도 가정

을 신뢰할 수 있게 제시하여 선택된 오퍼링의 가치를 

공고하게 할 수 있다.

판매자는 제안된 오퍼링에 대한 가치 요소를 구매

자와 논의하여 가치 제안에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개념의 검증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가치 제안에 있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기술과 개념은 단순히 기술과 개

념만으로 치부되어 머무를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단

계로 나아가기 어렵다.

“고객은 검증을 바랍니다. 제품의 설명이나 메모로는 

현재의 고객 환경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

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의 수행은 추가적인 리소스

와 비용,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솔루션 검

증은 고객에게 솔루션에 대한 확신을 동반하는 만큼 투

자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 D사례 영업 담당자

개념 증명(POC, Proof of Concept)의 과정은 고객과 

합의된 가치를 실제의 환경에서 그 개념이 구현 가능

한 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판매자는 고객과 협의된 

범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협의된 일정과 장소에서 

진행한다.

수행의 경험이 없거나 준비되지 않은 제품과 인력

을 기반으로 하는 POC는 POC 시나리오의 수행에 정

해진 실행력을 증명하는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POC는 의사결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이 단계

에서 혼돈의 실행력을 고객에게 보여줄 경우, 이전의 

모든 과정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매우 

치명적인 영업 실패 즉 신뢰 파괴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영업팀에서는 가치기반판매를 전개

함에 있어 입증된 인력, 입증된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

한 솔루션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제품으로 수행하는 POC는 매

우 위험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이슈가 발생하

거나 계획된 진행이 되지 못할 경우, 가치 제안의 기반 

전체를 흔들리게 합니다.” - A사례 영업 담당자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핵심적 사항에 대한 간결

한 POC 진행이 주효합니다. 방향성과 중심없이 많은 시

나리오로 많은 것을 보여 준다고 고객이 개념이 검증되

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C사례 영업 담당자

검증의 과정에서 지정된 시나리오의 검증은 일반적

으로 판매자에게 허락된 제품과 솔루션 역량 실현의 

장으로 판매자는 검증과정을 통해 고객에게 우선 공

급 업체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영업 담당자는 이 상

태를 고객으로부터 확증 받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단계 5: 종결

이전에 고객에게 제시한 협력적 가치 리뷰(Collaborative 

Value Review)는 공급업체가 고객의 전략적 목표를 지

원할 수 있는 방법과 공급업체와 합의된 솔루션을 배

포하여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가치를 설명하

<표 5> 단계 4: 검증 단계에서의 영업활동

활 동 구 분 영업활동

제안 가치 리뷰

고객과 함께 협력적 가치 리뷰 검증

고객 기대 대비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리뷰

고객 이익 인지 유도

솔루션 검증

핵심 검증 대상 선정

POC(Proof of Concept) 수행

기술 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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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증된 가망성(Validated Prospective)을 고객에게 

제시한다. 통찰력과 권장 사항을 하나의 매력적인 메

시지의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은 고객 내부의 지원을 

얻는데 유용하다.

검증된 가망성은 고객의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

는 솔루션의 가치를 발견하고 증명하기 위한 고객의 

전환 여정에 대한 전체 형상을 보여 주며, 또한 공급

업체의 고객 챔피언이 솔루션을 결정할 때 내부적으

로 공론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한

다. 또한 고객의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는 솔루션의 

가치를 발견하고 증명하기 위한 고객의 전환 여정에 

대한 형상도 전달하게 한다.

POC를 통해 실행이 검증된 가치 제안은 고객 내부

의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것은 가치의 정량화

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 단계에서의 가치 정량화는 판

매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정량화가 아니라 고객과 

함께 합의된 정량화이어야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

로 판매자가 예측한 가치의 정량화는 고객의 전반적

인 상황 인식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

이 참여하여 현실적인 가치의 정량화를 구성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이를 고객과의 합의를 이루었을 때에

만 정량화된 가치는 내부의 최종 의사결정에 매우 유

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치의 정량화는 가치기반판매의 정점으로 매우 중

요합니다. 그러나 판매자 일방적인 가치 정량화는 일반

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가치와 

관련한 고객 상황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객과 함께 정량화하여야 고객 내부에서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화 됩니다”. - C사례 영업 

담당자

가치기반판매 노력의 목적은 영업프로세스가 끝날 

때 가치 기반 가격 책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고객과 

함께 합의된 가치의 정량화를 통해 공급하는 솔루션

의 가격 책정의 기준이 구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

에 따르는 협상이 수행된다. 가치 기반 가격 책정은 

합의된 가치 정량화의 규모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또

한 정해진 금액의 할인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포함된

다. 이러한 가치 기반의 가격 책정을 통해 공급업체는 

수익성 증가, 매출 증가 및 판매 기회당 매출 향상과 

같은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가치기반판매의 성공적 수행은 판매의 적중률을 높

이고 또한 고객과의 신뢰를 높여 고객 관계를 더욱 좋

게 심화하며 추가적인 가치기반판매의 기회를 이끈

다.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는 고객과의 정기적인 미

팅을 통해 고객의 개선점과 문제 사항을 수렴하고 공

급업체는 해결 가능한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한 솔루

션을 제시하는 관계로 지속적이며 발전적인 관계로 

향상될 수 있다.

“가치 정량화를 고객과 함께 만들어 합의할 경우, 고

객은 이것을 고객의 작품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경

우, 고객은 공급업체의 지위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특별

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제 3자의 입장으로 되

<표 6> 단계 5: 종결 단계에서의 영업활동

활 동 구 분 영업활동

가치 정량화
비용, 위험, 가치 측면에서 거래 방안 비교 

상호 이익 합의와 협력적 가치 정량화

계약
계약 제안서 생성

계약 조건 협상 수행

계약후 활동
가치 공유와 사례 공유

고객 관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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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 가거나 다시 경쟁 입찰로 구매 방법을 전환함을 방

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A사례 영업 담당자

4.2. 사례에 대한 적용 결과 고찰

T사의 영업 관리자는 글로벌 영업 전략의 지침에 

따라 개별 영업 담당자로 하여금 가치 기반 영업에 대

한 동영상 학습을 통해 가치 기반 영업의 개념과 영업

프로세스와 영업활동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회사는 

사전에 T사가 보유한 예정 가치 문서와 다양한 산업

군에서의 가치 전망과 템플릿을 영업 담당자에게 공

유하고 이를 숙지하게 한 다음 그 내용을 실행 실습의 

형태로 동영상 촬영을 통해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였다. 영업 담당자는 각자 자신의 영업 

영역(Sales Territory)에서 가치기반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상 어카운트와 영업 기회를 지정

하였으며, 영업 관련 타 부서와 리뷰 미팅을 거쳐 그 

대상을 확정하였다. 4개의 가치기반판매의 사례 대상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7>)

개별 영업활동의 수행이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를 

이끌고 있는가를 사례를 통해 판단 하였다. 사례의 개

별 영업활동의 수행 정보는 영업 담당자별 심층 인터

뷰를 통해 동의를 받아 적용의 표시(V) 여부를 결정하

였다.

사례별로 개별 영업활동의 수행 여부와 가치기반판

매의 성공 여부는 다음의 <표8> 같이 평가 되었다.

사례의 영업 담당자들은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영업

프로세스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성공과 실패

의 매우 중요한 영업활동을 공통적으로 인지하였다. 

이것은 가치기반판매의 영업 대상 고객의 선정의 중

요성, 영업 담당자가 고객 임원에게 판매자의 메시지 

전달과 이후 협력 활동 추진의 합의, 고객 관계자 및 

판매자간의 조인트 워크숍의 수행 여부 및 성공적인 

POC의 수행을 가치기반판매를 성공적인 여정으로 이

끄는 핵심 영업활동으로 지목하였다.

영업활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지정한 영업프로

세스별 활동 구분에 의한 개별 영업활동의 수행 정도

의 모니터링을 통해 가치기반판매 적용의 직접적 성

과 여부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

다. 가치기반판매는 개별 영업활동이 효과적으로 수

행된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비즈니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기능이 

영업프로세스에서 영업활동을 재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업 담당자는 가치

기반판매의 영업 기회가 영업활동에 따라 올바른 방

향으로의 진행 여부를 영업프로세스에서 효과적인 영

업 기회 관리를 할 수 있다.   

<표 7> 사례 요약

구분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사례

산업군 제조 금융 통신 통신

T사의 기존고객 지속관계 일부지속 일부지속 신규고객

T사 기존 제품 활용 분야 인프라/분석 분석 분석 없음

영
업
당
당
자

총 경력 31년 15년 21년 25년

지정 고객 경력 11년 10년 15년 15년

T사 근무년수 11년 2년 1년 5년

가치 이해도 상 중 중 상

대상 솔루션 생산운영최적화 실시간 오퍼링 스트리밍 데이터 실시간 마케팅

진행 기간 10개월 6개월 10개월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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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례의 가치기반판매 결과

단계 활동 구분 영 업 활 동 A사례 B사례 C사례 D사례

전략

대상 고객 
선택

신뢰관계의 고객 선택 V V

의사결정권자와 직접 소통 고객 V V

영업팀과의 합의에 의한 고객 선택 V V V

협력적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된 예상 고객 V V V

고객 
비즈니스 

분석과 이해

시장 분석 및 고객의 사업 목적과 전략 V V V V

고객의 비즈니스 착수 계획과 관련 프로젝트 V V

중요한 사업적 도전과 필요 역량 V

고객 현황 자료 수집 V V V V

고객의 의사결정 구조와 영향력 분석 V V V V

상호 이익 
분야 개발

주요 이니셔티브 파악 V V V V

대상 고객과의 과거 사업 내용과 현재의 솔루션 사용 현황 V V V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발상과 방법 V V V V

수행을 위한 전략적 계획 V V V V

설정

임원 대상 
판매자 
메시지

디스커버리 미팅(Discovery Meeting) V V

판매자의 준비된 예측 가치 문서(Perspective Value) 전달 V V V V

판매자의 가치 항목(Value Items) 전달 V V V V

파트너로서의 
고객

고객의 니즈, 요구사항, 목적, Pain과 Challenge 인지 V V

핵심 고객과 영업 담당자 간의 직접적인 핫라인 구성 V V V V

고객으로부터의 내부 협력(희생) 확인 V V V

가치 내재화
가치 템플릿의 준비와 가치 항목의 이해 V V V V

영업 담당자의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배양 V V V V

이행

조인트 
워크숍 수행

고객과 함께 협력적 가치 리뷰 V V

핵심 차별화 요소 파악 V V

고객 챔피언(Champion) 식별 V V V V

경쟁 솔루션과의 차이 분석 V V V

솔루션의 로드맵(Roadmap) 전달 V V V

선별적 
솔루션 
오퍼링

문제 해결 솔루션 우선 순위 지정 V V

기술적 검토 수행 V V V V

관심 끌기 데모 수행 V V V

3 Whys(Why do anything, Why this solution, Why now) 답하기 V V V V

검증

제안 가치 
리뷰

고객과 함께 협력적 가치 리뷰 검증 V V

고객 기대 대비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리뷰 V V V V

고객 이익 인지 유도 V V

솔루션 검증

핵심 검증 대상 선정 V V V

POC(Proof of Concept) 수행 V V V

기술 성숙도 V V V V

종결

가치 정량화
비용, 위험, 가치 측면에서 거래 방안 비교 V V V

상호 이익 합의와 협력적 가치 정량화 V V

계약
계약 제안서 생성 V V

계약 조건 협상 수행 V V

계약후 활동
가치 공유와 사례 공유 V V

고객 관계 증진 V V

　 　 가치기반판매 결과 성공 실패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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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에서 영업프로세스의 최종 단계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가치기반판매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직접적 성과 결과를 나타낸다.

4.3. 사례연구 종합

인터뷰는 가치기반판매의 채택을 평가하고 접근 방

식 적용의 성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데 귀중한 통찰

력과 지식을 제공했다. 문헌연구 및 영업 실무를 바탕

으로 가치기반판매 영업프로세스에서 채택한 영업활

동과 추가로 파악된 영업활동 요소는 <그림4>과 같이 

향상된 영업활동 프레임워크에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향상된 영업활동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지정한 

영업활동들은 가치기반판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가 된다. 세부적인 영업활

동은 영업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올바른 활동으로 

안내한다. 향상된 영업활동 프레임워크에서 개별 영

업활동이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를 수행함에 있어 영

업활동 각각 중요도와 가중치는 추가로 파악해야 할 

연구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의 기준을 직

접적 성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는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자 하는 데에서 출발한 만큼, 향상된 영업 프레임워크

에서의 개별 영업활동이 영업의 결과로써 수익성 향

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해야 하는 과제를 가

지고 있다.

또한, 향상된 영업활동 프레임워크는 각 단계에서 

개별 영업활동 요소들을 모니터링하여 영업 대상 기

회가 가치기반판매에 적합한 지 여부를 알 수 있음으

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 영업활동

의 수행과 관련한 특정 정도에 따라 가치기반판매를 

지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중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그림 4> 향상된 영업활동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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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영업프로세스에서 성공적인 가치

기반판매를 위한 주요 영업활동을 파악하고 가치기반

판매의 성공을 위한 영업활동 프레임워크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영업활동의 세부 활용 요소를 

식별하는 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영업프로세스에서 성공적인 가치기반

판매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개별 영업활동을 파악하여 

영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이론적 영업활동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연구의 주요 이론적 공헌 중 하나는,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영업프로세스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업활동 프레임워크의 각 단계에서 개별 영업활동

의 수행을 모니터링하면 영업 기회가 가치기반판매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영업 기회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특정 영업 기회를 가치기반판

매 대상으로 선택할 경우, 영업활동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영업활동의 수행 가능성으로 가치기반판매 

대상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가치기반판매 대상

의 영업 기회가 영업활동의 수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영업활동의 수행이 어렵다면 가치기반판

매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영업프로세스 단계별 개별 영업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가치기반판매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영업활동 개별 요소는 가치

기반판매의 성공을 위해 영업프로세스의 단계에서 영

업 담당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방향타 

역할을 한다. 또한 고객과 가능한 더 많은 영업활동의 

개별 요소를 진행할 때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에 도

달할 수 있다. 가치기반판매 프로세스는 식별된 모든 

영업활동 기준이 충족되면 분명히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영업활동 요소가 수행

되지 않으면 가치기반판매가 성공할 수 없으므로 영

업프로세스의 해당 단계에서 가치기반판매 노력이 가

능한 철저히 수행 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가치기반판매는 공급 업체가 접근 방식을 효과적으

로 채택한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프로세

스에서 영업활동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업활동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가치기반판매는 영업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영업활동

을 규정하여 실질적 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 지침 역할

을 한다. 또한 가치기반판매의 자원 집약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특징으로 인해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비즈

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판

매자가 매출 증가, 적중률 개선 및 수익성 증가와 같

은 긍정적인 비즈니스 효과를 달성하려면 가치기반판

매에 적합한 고객 및 가능성이 큰 영업 기회에만 자원

을 참여시켜야 한다. 많은 리소스의 투입과 사전 비용

이 발생하는 가치기반판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영업

활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치기반판매 방식의 지속적

인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영업 기회 비용

의 통제가 가능하게 한다. 이는 영업 조직내 대상 영

업 기회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증대할 수 있게 

한다.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는 고객과의 협업으로 

고객에게 요구되는 가치 정량화를 통해 가치 교환을 

진행하는 만큼, 영업활동 프레임워크를 통한 영업 관

리로 영업 기회를 성과로 도출하는 성공적 결과를 더 

많이 양산하여 기업의 판매 이익을 증대할 수 있다. 

영업활동 프레임위크 기반의 영업프로세스에서 영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판매자는 투자된 자원

에 대한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다.

영업활동 프레임워크는 영업 전략을 가치 기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영업 직원의 영업 역량 향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를 위한 영업활동 프레임워크 구성과 영업활동 요소에 관한 사례연구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Mar. 2021 207

상의 대상과 목표, 방향성을 쉽게 이해시킨다. 영업활

동 중심의 영업 역량 향상을 통해 영업 직원을 가치기

반판매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각 단계

에서 가치기반판매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기업이 제

도적으로 사전에 갖추어야하는 요소를 인식하게하여 

절차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가치기반판매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기업이 고

객 가치 구현의 방법과 고객 가치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

게 한다.

이 연구의 영업활동 프레임워크는 가치기반판매 적

용의 성공을 향한 영업활동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의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의 영

업프로세스에서 영업활동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가치기반판매의 진정한 비즈니스 영

향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미래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가치기반판매는 산업, 시장 및 사용 국가에 따라 달

라진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측면은 제품의 채택 및 적

용을 위한 영업활동을 영업프로세스에서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한다. 흥미로운 연구 기회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적절한 영업활동 기준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조

사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및 기업에서 다중 사례연구

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뷰 대상의 영업 담당자가 공통적으로 지

목한 핵심 영업활동 요소인 가치기반판매의 영업 대

상 고객의 선정의 중요성, 영업 담당자가 고객 임원에

게 공급업체의 메시지 전달과 이후 협력 활동 추진의 

합의, 고객 관계자 및 판매자간의 조인트 워크숍의 수

행 여부 및 성공적인 POC의 수행의 4가지 영업활동이 

가치기반판매의 성공을 위한 측도로 구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각 단계별 가치 정

량화의 구현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 제안은, 가치기반판매는 고객 가치를 우선

하며 영업프로세스에서 고객과의 협업을 중요시 한

다. 또한 진정한 가치기반판매의 성공은 구매자와 판

매자간에 상호적인 이익을 인식할 수 있을 때이다. 따

라서, 판매자 중심으로 가치기반판매의 영업활동을 

인식하는 것과는 반대로, 구매자 입장에서 가치기반

판매의 영업활동을 평가하고 효과와 효용을 검증하는 

것은 가치기반판매의 영업프로세스에서 개별 영업활

동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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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영업활동의 재해석

단계 영업활동의 재해석 관련 연구

단계1: 
전략

영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대상 고객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함. Töytäri, 2015a
본질적으로 고객과 그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가능한 것임 Kaario et al., 2003; Terho et al., 2012; 

Töytäri et al., 2011
매력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고 잠재적 고객이 파트너에 대한 준비 상태를 평가하고 비즈니스 
관계의 잠재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함

Kaario et al. , 2003

고객 조직의 관련 의사 결정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함 Kaario et al., 2003; Töytäri et al., 2011
영업 부서가 잠재 고객과 어떤 종류의 접촉을 갖는지를 고려할 것 Kaario et al., 2003; Töytäri et al., 2011
이전 참조 사례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음 Anderson & Wynstra, 2010; Töytäri et al., 

2011

단계2: 
설정

고객의 요구 사항, 욕구 및 고통을 발견하는 것 Kaario et al., 2003; Töytäri et al., 2011
고객의 상황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가치 기반 영업 노력으로 발전할 인센티브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

Töytäri, 2015a

영업 담당자는 대화에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여 고객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보유한 
모든 옵션에 대해 알리고,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비전과 상황의 긴급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함

Töytäri, 2015a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는 솔루션 아이디어를 공식화해야 함.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업 담당자는 
솔루션이 고객의 비즈니스에 미칠 비즈니스 영향을 평가해야 함

Terho et al., 2015

잠재적인 비즈니스 영향과 오퍼링의 특성은 가치기반판매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의 매력에 영향을 
미침

Töytäri et al., 2011

영업 담당자는 고객 담당자가 고객 조직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적합한 사람인지 파악 Kaario et al., 2003; Töytäri et al., 2011
구매자와 판매자 상호간에 희생을 능가하는 이익이 인식이 필요함 Anderson et al., 2009; Khalifa, 2004

고객의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은 파트너에 대한 고객의 준비 상태와 
비즈니스 관계의 잠재적 가치임

Kaario et al., 2003

단계3: 
이행

영업 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적합한 공급 업체인지 평가를 받음. 이는 고객의 모든 요구 사항과 
이행 항목을 얼마나 잘 충족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객은 평가를 수행함

Töytäri, 2015a

영업 담당자가 적합한 제품 제안을 구성할 때 핵심 가치 동인과 고유한 판매 포인트를 식별해야 
함

Töytäri, 2015a

수량화를 반복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해야하며 가급적이면 고객과 긴밀한 상호 작용을 해야 함 Anderson et al., 2007, 2009

참조 사례를 활용하는 것은 정량화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 Anderson & Wynstra, 2010; Töytäri et al., 
2011

정량화 과정에서 금전적 수치를 정하는 것도 매우 유익함 Terho et al., 2012

단계4: 
검증

고객에게 가치 제안을 설득력 있고 신뢰할 수 있게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영업 기술을 활용 Töytäri, 2015a
가치와 관련한 소통이 가치 기반 가격 책정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협의 성공에 중요함 Anderson & Narus, 1998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 가치 요소를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수행하는 것이 좋음 Anderson & Wynstra, 2010; Terho et al., 
2012; Töytäri et al., 2011

단계5: 
종결

가치 공유와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고객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다. 전체 영업프로세스의 
성공 여부는 고객 구매 센터 및 의사 결정권자와 구축된 관계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음

Töytäri, 2015a

강력한 관계를 나타내는 기준은 고객과의 공통 이정표를 설정 Töytäri, 2015a
고객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가치기반판매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임.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가져오고 미래 비즈니스를 확보할 수 있음

Grönroos, 2008; Vargo & Lusch, 2004

약속된 가치가 검증된 고객과 구매 후 협의를 수행하는 것임 Anderson et al., 2009

적중률, 수익성과 같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성과 지표 뿐만 아니라 위험 관리 측면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함

Töytäri et al., 2011; Töytäri,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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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T사의 고객 우수성 프레임워크와 주요 내용
단계 영업활동 내 용

단계1: 
전략

대상 고객 선택 전략 고객 활동 계획 보고서의 양식에 의해 대상 고객의 선택의 타당성을 검증
가치기반판매의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영업 관리자 및 프리세일즈 및 가치 
엔지니어링팀으로부터 리뷰를 거쳐 대상 고객을 확정
시장 분석 및 고객 비즈니스 분석
전략 고객 활동 계획 보고서에는 고객의 비즈니스와 관련한 정보와 이전의 T사와의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기반판매의 실행 계획이 포함된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영업 담당자가 가치기반판매의 투자의 타당성 
및 최종 예상 결과의 긍정적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를 제시

고객 중심 실행 계획 고객 중심의 실행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사업 전략과 비전,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와 이에 따른 예정된 
사업 계획과 비즈니스나 운영에서 도전에 처한 어려움과 해결 과제를 가치 피라미드를 바탕으로 파악

목적 중심 수행 계획 개발 대상 어카운트을 선택하고, 고객중심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가치기반판매의 목적 중심으로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고객과의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수행 계획 개발

단계2: 
설정

C-Level 대상 판매자 포지셔닝 공식화한 솔루션 아이디어는 공급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예측 가치 문서의 형식으로 준비하여 담당 임원과 
소통하고 판매자의 메시지를 담당 임원으로부터 공감 받는 것이 필요함
영업 전략 부서를 중심으로 사전에 개별 제품 또는 다수의 제품이 복합적 구성을 통해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가치 항목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 항목을 구성
이전의 고객 적용 사례를 더하여 예측 가치 문서를 준비하고 영업 담당자가 고객에게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

고객과 판매자간 소통 연계 대상 솔루션 선정의 설정과 합리적 소통을 위한 관계의 정렬을 포함함

고객의 적극적 참여 확인 솔루션 아이디어에 대하여 주요 고객과 영업 담당자 간의 상호 합의의 도출

단계3: 
이행

주요 이해관계자와 대표자들 
간의 공동 워크숍

고객과 공급업체 상호 간 공동으로 문제점, 솔루션,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성공을 위한 로드맵을 공동으로 
정의하는 협력적 가치 리뷰(Collaborative Value Review)의 수행
조인트 워크숍(Joint Workshop)형태로 진행하며, 결과 문서에는 솔루션 도입시의 이점과 비용을 포함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투자 분석이 포함됨

고객 주요 질문 이해 공동 워크숍 과정과 그외의 협의 과정에서 에서 영업 담당자는 고객의 질문을 명확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함

기술적 검토 수행 고객과의 워크숍의 진행은 고객에게 제품의 기술적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관심끌기 데모 수행 공급업체는 고객과 합의하에 확정한 제품과 솔루션이 기술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타당성을 설명한다. 고객에게 
기술적 설명은 제품이나 솔루션의 데모나 비디오를 통해 구현 가능성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다음 단계에서 
자세한 기술적 검증 단계를 가능하게 한다. 데모는 식별된 특정 가치 사례를 대상으로 함

솔루션 정의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왜 고객이 외부 제품이나 솔루션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이 제품이나 솔루션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

단계4: 
검증

고객과 함께 결과 확인 협력적 가치 리뷰의 검증

개념 증명(POC) 제공 구현의 개념을 검증할 POC의 대상을 확정
전체적인 실행 스토리를 검증
제안 솔루션을 고객 가치와 연계하여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고객 현장의 테스트로 실제 사례의 
일부를 구현하는 것
실제 사용자에 의해 Go/No-Go를 결정 짖는 주요한 의사 결정 기준이 됨

고객 이익 인지 유도 고객 비즈니스 적용시 고객의 이익을 인지하도록 유도

장기간의 로드맵과 요구 확인 솔루션의 일회성 적용시의 이점과 장기적 적용 및 확대 적용시의 이점에 대한 요구 확인

단계5: 
종결

비용, 위험, 가치측면에서 
거래방안 비교

이전에 예측 가치 전망에 대한 실제 수행에 대해 고객과 합의하고, 이전의 여러 단계의 과정에서 진행한 
정량화의 과정을 종결하여, 고객 내부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함

상호적 이익이 되는 합의 공식화 고객과 가치 제안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수행 제안

협상 및 계약 실행 고객과 다양한 제품 공급의 방법과 계약의 방법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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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Case Study on the Composition of the Sales Activity 

Framework and the Elements of Sales Activity for 

Successful Value-based Selling

 1)

Soonbo Chung*, Seung Ryul 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framework for sales activitie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sales development in 
the sales process of value-based selling and to explore individual sales activities for successful value-based selling. When we 
understand value-based selling as a procedural progression in the sales process, integrate it into the sales activity framework, 
and segment your sales activities to identify the key activity elements for successful execution, the intrinsic effect of 
value-based selling can be achieved. Sales activities related to the success of value-based selling are reflected in the sales 
activity framework based on the sales process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application cases in actual sales field, and 
detailed elements of individual sales activities for successful deployment are identified through case studi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sales practice in actual field, 13 sales activities are presented in the five-stage sales process, and 42 
detailed sales activities for successful value-based selling through case studies are identified in an improved sales activity 
framework.

Through this study, the sales activity framework provides a role in evaluating whether the sales function of value-based 
selling is being performed as a correct activity in the sales process, and whether sales opportunities with specific customers 
can continue value-based selling activities. The sales activity framework serves as a guide for successful value-based selling.

Key Words: Value-based selling, Sales process, Sales activity framework, Sales activities

 * Graduate School of Business IT, Kookmin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Business IT, Kookmin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