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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의 기초가 없는 분들부터, 마케터와 협업해야 하는 분들, 마케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고전 마케팅 이론부터 최신 디지털 마케팅 흐름, 브랜드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방법 등을
실습을 통해 배우는 강의입니다.
마케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나 지식이 전무한 입문자 분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4주 동안
마케팅 이론 습득은 물론 실습 4단계를 통해 마케팅 분야에 대한 마인드와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실무에 꼭 필요한 마케팅 기초 내용만
-

마케팅의 가장 기초부터 핵심이 되는 내용만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

책 속의 마케팅 이론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한 실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2020년 버전 최신 사례가 가득
-

2020년 최신 마케팅 트렌드를 담아 현재 마케팅 필드의 이슈를 함께 공부해 봅니다.

실제 전략을 짜 보는 실습 진행
-

강의 중 워크북을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하다보면 나만의 마케팅 전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1주차

마케팅 전략이란 무엇인가
- 2020년의 마케팅,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
- ‘인식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마케팅 전략 (STP 전략/ Marketing Mix 전략)
- 데이터에 근거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방법, 마케팅 리서치!
- 사례로 보는 마케팅 전략 기획서
- [실습] 누구에게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할까? : STP 전략 실습

2주차

강력한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강력한 브랜딩을 만드는 노하우
- 브랜딩 프로세스 (브랜드 전달→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스타트업의 브랜드 전략은 무엇이 다른가
- 사례로 보는 브랜드 전략 제안서
- [실습]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만들기

3주차

미디어 관점에서의 디지털 마케팅
- 2020년의 디지털 마케팅, 안정화된 변화
- 디지털 마케팅 프로세스 (환경분석 Big DATA→ 전략 수립→ 콘텐츠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 데이터 사이언스 마케팅
- 사례로 보는 디지털 마케팅: 대기업 VS 스타트업
- [실습] 디지털 마케팅 프로세스 4단계를 통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 세우기

4주차

성공적인 콘텐츠 마케팅
- 2020년의 콘텐츠 마케팅 이슈
- 콘텐츠 마케팅 프로세스 (콘텐츠 실체를 정하기→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만들기→ 확산시키기→ 성과 측정)
- 사례로 보는 콘텐츠 마케팅: 성공 VS 실패
- [실습] 콘텐츠 마케팅 프로세스 4단계를 통한 콘텐츠 마케팅 전략 세우기

“마케팅 유치원 수강생 중 의외로 학생분들이 많아 놀랐습니다.
대학에서 마케팅을 배웠던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강의가 끝나면 오히려 학생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저는 마케팅 필드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은 포인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매 기수 강의가 반복되더라도 커리큘럼을 계속 수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윤경희
[경력
- 現 브랜드 전략 컨설턴트(메가박스, 서울우유, 한국인삼공사, 해피콜 外 다수 기업 마케팅 프로젝트 진행)
- 前 LG애드 브랜드전략연구소
- 前 SK플래닛 Consumer Insight Lab
- 前 브랜드메이저 컨설팅 이사

마케팅 유치원의 윤경희 담임 선생님은 LG애드, SK플래닛 등 유수의 기업을 거치며 다양한 브랜드의
국내외 캠페인을 진행한 경험을 통해 마케팅의 핵심을 전달해주실 예정입니다.

패스트캠퍼스 강남강의장

❖ 강의에 따라 강의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