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임투지 IT 영업 부트캠프 ]

약육강식의 밀림과 같은 영업 현장에서도.

진심으로, 

영업을 통해 집안을 일으키고,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혹독한 IT 영업 부트캠프를 개최합니다.

에임투지 IT 영업 마스터에 도전할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지원 문의) 

경영지원팀 정기택 부장(ktjung@aimtog.co.kr)



[ ㈜에임투지 IT 영업 부트캠프 – King of Sales ]

#1. 대상

• 영업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심을 가진 인재. 

• 지원서 1차 검토 / 2차 CEO 인터뷰 후 최종 캠프 참가자 선발 예정

#2. 운영방안

• 근무시간 외 아침 07:00부터, 월 1~3회 운영

• CEO 포함 계급장 떼고 모든 인원이 참여, 이후 일정은 참가자 협의

* 영업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수주 많이 하는 분이 선배이고 팀장입니다. 

다만, 누가 꾸준하게 하는가, 누가 지속 성장하느냐가 관건입니다.

#3. 내용

• 영업 이론교육, 독서, 외부 강사 초청 강연, 선배들의 노하우 공유, 실습, 팀 미션 수행 등

• 교육계획 수립 예정

#4. 지원방법

• 2020. 01. 10(금) 까지 제출

•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는 경영지원팀 정기택 부장(ktjung@aimtog.co.kr)에 문의

mailto:ktjung@aimtog.co.kr


IT 업계 최고의 영업 부트캠프 프로그램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화장실도 없는,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는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가계를 맡으셨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가난이 싫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선택했습니다. 

대기업 공채로 입사에서 영업직군을 희망한 건 저 혼자였습니다.

OJT 교육이 끝나고, 채널영업으로 협력사와 고객 일부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객을 개발해서, 진정한 의미의 영업이라는 product과 service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두 달간 매일 용산의 전자랜드, 선인상가, 나진상가, 터미널 상가로 출근해

하루 50개 이상의 용산 대리점 또는 회사를 방문하고 명함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대면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두 달이 끝날 때쯤, 27살에 불과한 저에게, 

용산 대리점 사장들은 식사하고 가라며 말을 붙여주었고, 다방에서 커피를 시켜줬습니다.

이만하면 모르는 사람을 대면하는 기술은 완성됐다 싶어, 

광화문 KT 지점에 가서 [전화번호부-업종편]을 한 권 받아왔습니다.

오로지 new call, cold call을 통해 고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지, 그 노력이 노하우가 되어, new call을 한 고객임에도

전화를 끊으면 고객사의 시스템 구성도와 자산 현황이 팩스로 들어왔습니다.

고객과의 첫 미팅에는 확보된 고객 현황을 활용해 저만의 제안서를 항상 만들어 갔습니다. 

출발부터 경쟁사보다 유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간을 아끼고 목표를 높게 갖기 위해

연간 구매액이 1억을 넘지 않는 고객과는

커피도 마시지 않는다는 자존심과 패기, 고객 철학의 오류도 있었습니다. 

기술직군 못지않게 제품을 공부해서, 

기술직군의 직원들이 저에게 제품과 기술 문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180억 정도되는 규모의 사업제안서를 혼자 쓰고, 혼자 영업했습니다. 

협업이 빠른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제 생각보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미치지 못했고, 

더 많은 고객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부분 협조 이외에, 제안서를 혼자 써야 했습니다.



신규회사 소식을 스크랩하고, 방문했습니다. 입사 2년 차 부터 회사의 모든 영업기록을 갱신했고, 

emerging market 이었던 온라인 포탈 기업 대부분의 시스템을 제가 제안하고 수주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사회생활 시작 이후 지금까지

제안 발표나 참여한 사업에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시간의 문제였지 견적서를 제출한 고객사를 제 고객으로 만들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운도 함께 했습니다.

2000년도, 첫 사업 1년 차에 발주서가 팩스로 들어왔습니다. 바빠서 발주서는 팩스로 받았습니다. 

첫 해 매출이 60억, 영업이익이 20억일 정도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 에임투지 창업 직후, 지인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인분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쉬울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1등 기업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new call 을 통해 고객을 창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통해 가계를 일으키고,

회사를 성장시킬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함께 배우겠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업적 노하우를 공유할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 프로그램을 통해, 

‘King of Sales’ 프로그램을

IT 업계 최고의 영업 부트캠프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회사를 위해

열정을 쏟아 낼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지원을 기다립니다. 

㈜에임투지 대표이사 박형준……………………..



진심을 담아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