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전략 Package] 

위기의 순간! 사업 전략 다시 보고, 스마트하게 실행하라 

 

 

 

 

1. 뺏기기 싫은 1위, '폭풍의 눈'이라면 안전하다! (질레트, P&G) 

누구에게도 뺏기기 싫은 1위 자리, 어떻게 하면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한 번 1위를 영원한 1위로 만들고 싶으신 분

들께, 이 추천해 드립니다. 

#시장점유율  #경쟁사  #시장흐름  #폭풍의눈  #영원한1위 

 

2. 다들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라는데 대체 뭘 어떡해야 할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게리 하멜 교수는 

‘비즈니스 모델’을 뒤엎으라고 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즈모델혁신  #Who  #What  #How  #뒤엎는것가능? 

 

3. 전략만 잘 세우면 끝? 실행에서 막히면 말짱 도루묵이다!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영전략. 그러나 계획했던 것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전략만 

뜯어 고친다고 해결이 될까요? 

#경영전략  #수립과실행  #전략수립과실행  #또바꿔? 

 

4.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 신사업 본부, 이 3가지를 챙겨라! 

시장 분석부터 제품 개발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신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이럴 때 

꼭 챙겨봐야 할 게 있다는데요.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신사업개발  #성장전략  #사업가형인재  #맨땅헤딩 

 

5. 품질은 기가 막힌 데 잘 안 팔린다? 돌파구는 무엇일까? 

품질은 기가 막힌 데 매출은 제자리 걸음인 이 답답한 상황!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매출  #돌파구  #제조업의서비스화  #이렇게좋은데  #왜안팔리지? 



 

6. 품질, 가격만 따지던 시대는 끝! 착한 소비자의 시대가 열렸다! 

아직도 소비자들이 가격 싸고 품질만 좋으면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이제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하겠답

니다. 발 빠른 기업들은 이런 착한 소비자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비지니스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뭔지 함

께 살펴 볼까요? 

#가성비보다  #착한소비  #윤리경영  #자부심뿜뿜 

 

7. 비(非)고객에게 눈을 돌리면 금맥이 보인다! 

수많은 CEO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

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지요. 하지만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오히려 우리 제품을 사지 않는 

비(非)고객 들에게 집중해야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확장  #비고객  #고객분석  #불만에집중해봐요 

 

8. 우리 회사가 내세울 경쟁력? VRIO 검증을 통해 찾아라! 

애플, 나이키, 코카콜라처럼 잘나가는 회사들은 남들보다 확실히 잘하는 핵심 역량이 있는데요.  우리 회사만의 핵심역

량을 찾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핵심역량   #지속성장   #성장동력   #잘나가는브랜드 

 

9. 불황이 온다면 무조건 비상경영에 돌입한다? 우리 업종만의 불황을 읽어라! 

여기저기서 불황이 온다는 조짐이 보이면 많은 기업들은 비상경영에 돌입합니다. 비용을 줄이고 재고 처리에 나서죠. 그

런데 불황을 잘 견디고 성공한 기업들 중에는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직원을 더 채용하는 등 공격적인 전략을 펼친 곳도 

있는데요. 도대체 그렇게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만의불황   #타이밍  #견딜준비  #공격개시 

 

10.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롱런하는 비결? 20마일 원칙을 지켜라! 

오랜 기간 살아남는 위대한 기업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세계적 경영구루인 짐 콜린스는 ‘20마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라고 하는데요.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달리는 성장전략, 20마일의 원칙! 과연 이게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장수기업 #지속성장 #달성가능목표 

 

 



 

11. 사업 아이템만 좋으면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 비즈니스모델 캔버스를 그려봐라! 

기발한 사업 아이템으로 ‘이거 대박이다’라며 야심차게 시작한 비즈니스, 생각 외로 잘 안 풀린 적 있으신가요? 그걸 피

하려면 이걸 한 번 그려 보라는데요. 그게 뭘까요? 

#비즈니스모델캔버스 #사업성점검 #비즈니스모델분석 

 

12. 우리 회사 성장전략으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2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라! 

우리 기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지속성장전략 #R&D #영업력 #영복잡해 

 

13. 신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점쳐보고 싶다면, 5가지를 캐물어라! 

신사업 진출 하기 전 이 5가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블루오션  #고객파워  #성공확률  #위험요인  #점쳐보자 

 

14. 최소의 리스크로 신사업에 성공하고 싶다? 리틀 벳을 기억하라! 

스타벅스, HP, 픽사는 모두 제품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신사업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

지 공통점이 있다는데요. 바로 리틀 벳입니다. 이게 뭘까요? 

#신사업진출  #최소리스크  #최대성과   

 

15. 엄청난 성공을 불러왔던 전략! 쿨하게 버리지 못하면 큰일난다? 

변화가 필요한 순간, 발목을 잡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태한 직원들? 자금 부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놀

랍게도 우리 회사를 성장시켰던 과거의 멋진 전략이 그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소릴까요? 

#틀을벗어나라  #다이달로스증후군  #떠나야할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