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업체 메뉴 활용하기 

 

ㅣ경쟁업체 활용ㅣ  

 

영업기회가 성공하기까지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 가장 큰 요소인 '경쟁업체'와의 

경쟁상황이 있습니다. 한비로 CRM 에서는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통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와의 경쟁은 '잠재고객'을 고객화 할 경우 영업기회가 발생합니다. 잠재고객을 밀착 

관리하여 경쟁업체와의 경쟁을 승리하도록 합니다. 

ㅣ경쟁업체 등록ㅣ 

 



1. 고객관리 > 거래처 에서 를 클릭합니다. 

2. 경쟁업체의 정보에 맞는 내용을 채워넣도록 합니다. 

3. 거래처 타입 설정 시 '경쟁사'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잠재고객 고객화 진행 시 실제 활용 예시 

 

1. 잠재고객 > 잠재고객 > 특정 잠재고객 을 클릭합니다. 

2.  의 하단에 '경쟁업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을 클릭하여 이전에 등록한 경쟁업체를 선택한 뒤 경쟁상품과 이슈를 등록합니다. 

 

경쟁업체명 : ‘거래처’에서 등록된 경쟁업체 리스트를 불러옵니다. 

경쟁상품 :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품 및 새 경쟁 상품을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품 중 경쟁업체는 여러분의 매입처 일 수도 있으며, 거래처 일 수도 있습니다. 

한비로 CRM 에서는 큰 범위에서 다양한 상황에서도 개념을 잡고자 '거래처'에서 경쟁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ㅣ경쟁업체 정보ㅣ 

등록한 경쟁사의의 현재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상품관리 > 경쟁업체 정보 를 클릭합니다. 

2. 자사 상품에 대한 경쟁사 정보를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모듈 단위의 상품 정보는 담당자가 얼마나 자세한 정보를 남기냐에 따라 분석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자세히 기입하도록 합니다. 

4. 해당 자료를 기입한 후 상품에 따른 경쟁사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ㅣ상품별 경쟁업체ㅣ 

상품별 등록한 경쟁업체와의 경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품관리 > 경쟁업체 > 상품별 경쟁업체 를 클릭합니다. 



2. 상품이름에 따라 '경쟁업체수', '경쟁수', '성공수', '실패수' 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쟁하고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경우 '경쟁업체명', '경쟁상품', '경쟁수', '성공수', '실패수'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ㅣ상품그룹별 경쟁업체ㅣ 

상품그룹별 등록한 경쟁업체와의 경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품관리 >  경쟁업체 > 상품그룹별 경쟁업체 를 클릭합니다. 

2. 상품그룹에 따라 '상품그룹', '경쟁업체수', '경쟁수', '성공수', '실패수'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쟁하고 있는 상품그룹을 선택할 경우 '경쟁업체명', '상품그룹', '경쟁수', '성공수', '실패수'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ㅣ경쟁업체 이슈관리ㅣ 

경쟁업체와의 경쟁상황에서 발생한 특정 이슈를 등록하고 관리하여 차후 발생할 경쟁상황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품관리 > 경쟁업체 > 경쟁업체정보 > 특정 경쟁업체 를 클릭합니다. 



1. 경쟁상품에 대해 탭이 생성되어 상품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우측의 '경쟁상황 이력'을 통해 어떤 고객일 때 경쟁을 하였으며, 어떤 상품으로 경쟁하였는지, 

담당자는 누구였는지,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을 사용하여 현재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실시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