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비즈니스 성장플랫폼
(Growth Platform)

허브스팟 소개



Marketing Hub
개인화마케팅으로새로운고객을

사로잡으세요.

Sales Hub
잠재 고객을사로잡는효율적인과정을
구축해실제고객으로전환시키세요.

Service Hub
고객을사로잡아충성고객으로전환시켜

드립니다.

HubSpot CRM
편리하고도쉬운 고객관리매니지먼트시스템제공

마케팅자동화솔루션, 허브스팟은 마케팅, 영업 그리고 고객관리에 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HubSpot CRM



HubSpot CRM
편리하고도쉬운고객관리매니지먼트시스템제공

Free

대화

연락처

회사

거래

업무 & 활동



대화

라이브챗, 팀 이메일, 페이스북메신저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합적으로관리합니다. 이로써고객에게더 쉽고 편리하게응답할수

있습니다.

HubSpot CRM:

Coming soon



연락처+회사

허브스팟 CRM은고객과고객의회사에대한 모든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지정필드에데이터를저장하면 모든기록을타임라인

형식으로훑어볼수 있으며통합된화면을통해 고객들과

소통할수 있습니다.

HubSpot CRM:



거래+업무

허브스팟 CRM은세일즈의 전반적인과정에있어고객 및

당신에게관해 필요한모든것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일즈프로세스를따라 거래를추적하고관리합니다. 

조직된업무와고객을데이터베이스에서통합적으로관리 할 수

있습니다.

HubSpot CRM:



Marketing Hub



Marketing Hub
Marketing Hub는 개인화된마케팅을제공함으로써

새로운고객을사로잡습니다.

Professional Enterprise

Starter의 모든 것

컨텐츠 전략 & SEO

블로깅 툴

소셜 툴

이메일 & 자동화

대쉬보드 & 보고

Professional의모든 것

개인화

예측가능한 리드 스코어

향상된 보고

Starter

전환 툴

페이스북리드 광고

기초적인분석



SEO + 컨텐츠 전략

SEO(검색엔진최적화)와 콘텐츠전략을통해 더욱의미 있는

트래픽을발생시켜보세요. 두 개의툴은 현 검색엔진에최적화돼

있습니다.

Marketing Hub Basic:



블로깅 도구

허브스팟블로그는추천어를이용해콘텐츠를만들고최적화하기

쉽습니다. 또한, 게시된포스팅이얼만큼의영향력을가지는지

측정합니다. 

Marketing Hub Basic:



전환 도구

랜딩페이지를통해귀사의브랜드를최적화함으로써 보다 더 쉽게

리드를파악합니다.

간편하게만들 수 있는 Call-to-Action 버튼, 폼, 팝업을통해

방문객을리드로전환시킵니다.

Marketing Hub Starter:



SNS 도구

데이터베이스에서실제 고객과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연결시켜

내용과대화의우선순위를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 수준높은 이해를

가능하게합니다. 

메시지에관여된모든 활동을관찰하세요. 그리고당신의팀 모두가

상호 작용을볼 수 있도록최적화된키워드를만들어내세요.

팔로워들과관계를맺고 고객을만족시키는모든 기회를절대

놓치지않게됩니다.

Marketing Hub Basic:



이메일 마케팅

답장을받을가능성을가장높이는개인화된이메일을보내고, 어느

메시지가가장 효율적인지측정합니다.

답변 예측률을파악하고최고급이메일분석을가능케합니다.

Marketing Hub Starter:



마케팅 자동화

설문지제출여부, 사이트재방물, 비디오시청수 등을측정하고

이에 기반한이메일캠패인을수행합니다.

리드 결과를자동으로세일즈팀에게알려줘영업 성공률을

높입니다. 

거래와작업을생성하며알림을보내마케팅업무 전반을

자동화시킵니다. 

Marketing Hub Professional:



편리한 세그멘테이션

온라인상에서의개인 정보와행동을분석해이를 바탕으로리드를

세분화합니다.

이메일및 개인화된콘텐츠를각 리드에게보내고, 마케팅자동화를

활용하기위해 타겟팅된 리스트를사용합니다.

Marketing Hub Professional:



대시보드및 리포트

마케팅활동, CRM 등으로부터나온모든 수치를측정한리포트를

만나보세요. 이를 통해 ROI(투자자본수익률)를보다 편리하게

정의할수 있습니다.

Marketing Hub Professional:



개인화

이메일부터웹사이트콘텐츠와 Call-to-Action까지모든마케팅

활동을쉽게개인화하십시오.

개인 정보및 회사 등 세부적인사항에대해 구체적으로언급하세요. 

이를 통해대화나컨텐츠에대한 경험을보다개인화시킬수

있습니다.

Marketing Hub Enterprise:



리드 스코어

리드 스코어를통해리드를측정하고기준을매길 수 있습니다. 

고객이제품및 서비스를구매할가능성을바탕으로수백 개의

인구통계학적자료와계정의행동요소로측정됩니다.

Marketing Hub Enterprise:



전문적인보고서

정교한마케팅으로만들어진보다전문적인보고서를만들 수

있습니다.

CRM 에 구축된모든 데이터를바탕으로사용자지정대쉬보드를

만드세요.

Marketing Hub Enterprise:



광고관리

구글 AdWords를사용하시거나, Facebook에 광고를하고

계십니까?

허브스팟을통해 광고하면단순한클릭 수 뿐만 아니라리드와고객

수, 그리고귀사의광고 캠페인실제 ROI 수치까지보여줍니다.

Add-On:



웹사이트 Add-On

허브스팟의웹사이트전문가와함께홈페이지를만드십시오.

개개인의방문객을위한 개인화된콘텐츠와모바일에화면에

최적화된모바일전용 콘텐츠를만들수 있습니다.

Add-On:



CRM과 긴밀히 연결

마케팅허브는별도의설치없이 CRM과긴밀히연결돼있습니다. 

고객, 회사, 거래, 업무, 티켓 등을 추적하는중소기업마케팅을위한

1등 CRM입니다.

벌써 Salesforce와같은 CRM 을 사용 중이십니까?

허브스팟은사용하기쉬운 Native Integration을지원합니다. 

(Professional 버전이상)

Marketing Hub:



다양한 마케팅 툴과 협업 가능

마케팅활동을도울수백 가지의다른툴들과쉽게 협업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

Marketing Hub:



Sales Hub



Sales Hub
영업 허브는잠재고객이실제 고객으로변환되는 과정에

효과적인프로세스를제공합니다.

Starter Professional

라이브채팅

템플릿 & 시퀀스

문서

전화

알림

전망

미팅

Starter의모든 것

팀 매니지먼트

자동화

예측가능한 리드스코어

제품 & 인용

Smart Feature

추천



대화+라이브챗

라이브챗, 팀 이메일, 페이스북메신저등을 통합된인박스에서

관리하세요. 이를 통해 잠재고객과고객을편리하게관리할수

있으며고객의요구사항에쉽게 응답할수 있습니다.

Sales Hub Starter:



템플릿, 
시퀀스 & 스니펫

팀 구성원과영업 프로세스단계에따라 정교하게개인화된

템플릿을공유하세요.

시계열이메일메시지를템플릿과시퀀스를바탕으로모으세요.

키보드단축어인 “스니펫”을활용해시간을절약하세요. 

Sales Hub Starter:



서류

영업 고객을위한 콘텐츠라이브러리를만들고, Gmail, Outlook을

이용해팀끼리공유하세요. 어떤 고객이거래를종료했는지

확인하세요.

리드가문서를보기위해 이메일링크를클릭하거나, 이를 동료에게

공유했을때, 곧 바로알려드립니다. 영업 콘텐츠가어떻게영업을

돕고있는지통합적인데이터로확인하세요.

Sales Hub Starter:



전화

HubSpot CRM의고객 연락처데이터를사용하여통화를

우선순위화하고, 일별 전화순서를설정하십시오.

한 번의 클릭으로당신의잠재고객을 VoIP나회선전화로연결할수

있습니다.

Sales Hub Starter:



알림

리드가메일을열고, 링크를클릭하고, 문서를다운로드했을때

알림을받아보세요. 허브스팟의 built-in activity stream이

자동적으로리드의메일을기록하여세일즈허브로정보를

전송합니다.

열기, 클릭, 응답 데이터는어떠한메일템플릿과시퀀스가가장

효과적인지찾는데효과적입니다. 

Sales Hub Starter:



잠재고객

실시간으로잠재고객의방문을확인하고, 어느 회사가가장

관여되었는지정의내리고, 팀을 위한알람 메일을설정하세요.

회사 규모, 방문객의수와 같은 수십개의 필터링기준을이용해

잠재고객을분류하세요.

Sales Hub Starter:



미팅

잠재고객과의미팅을쉽게예약해보세요. Google/Office 365 

calendar와연결해항상 스케줄을최신상태로유지할수 있습니다.

잠재고객이미팅을예약하면, 자동으로기록과활동로그가 CRM에

생성됩니다.

Sales Hub Starter:



자동화

리드 관리및 배분, 고객 액션시 알람설정, 각종작업 생성 등 마케팅의

전반적인업무를자동화하세요.

Sales Hub Professional:



리드 스코어

리드 스코어는고객이제품이나서비스를살 가능성을바탕으로

수백 개의인구통계학적자료와계정의행동요소로만들어집니다.

Sales Hub Professional:



제품 및 견적

제품을통해판매팀이허브스팟내부거래에쉽게 추가할수 있는

제품 라이브러리를생성할수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는견적을통해고객의연락처, 회사 및 제품데이터를

활용해신속하게견적을내릴 수 있습니다. 견적을공유할수 있는

링크를송부해잠재고객으로하여금신용카드혹은전자 송금을

사용해지불하도록유도합니다. 

Sales Hub Professional:



추천

추천은세일즈담당자가실시간으로당신의이메일템플릿을

사용하고있는지평가하고, 잠재고객에게어떻게메시지가관련

있고, 개인화되어있는지유용한지 등에 대한제안들은제공합니다. 

Sales Hub Professional:



CRM과 긴밀히 연결

마케팅허브는별도의설치없이 CRM과긴밀히연결돼있습니다. 

고객, 회사, 거래, 업무, 티켓 등을 추적하는중소기업마케팅을위한

1등 CRM입니다.

벌써 Salesforce와같은 CRM 을 사용 중이십니까?

허브스팟은사용하기쉬운 Native Integration을

지원합니다.( Professional 

버전 이상)

Sales Hub:



다양한 마케팅 툴과 협업 가능

마케팅활동을도울수백 가지의다른툴들과쉽게 협업하며추가할수

있습니다.

Sales Hub:



Service Hub



Service Hub
고객을 사로잡고, 안내하여 지지자로 만드세요.

Professional

대화 & 라이브채팅

티켓

지식 베이스

템플릿, 시퀀스, 스니펫

문서, 미팅 & 전화

로봇 & 자동화

피드백 & 리포트



대화 + 라이브 챗

라이브챗, 팀 이메일, 페이스북메신저등을 통합된인박스에서

관리하세요. 이를 통해 잠재고객과고객을편리하게관리할수

있으며고객의요구사항에쉽게 응답할수 있습니다.

Service Hub Professional:



티켓

하나의통합된플랫폼에서고객의문제를해결할수 있는 티켓을

팀에게발부해보세요.

Service Hub Professional:



지식창고

고객들의가장 자주묻는 질문들을데이터베이스화하고, 문서를

인덱스화해서치 엔진에저장하십시오.

Service Hub Professional:



템플릿, 

시퀀스 & 스니펫

팀 구성원과세일즈프로세스단계에따라 정교하게개인화된

템플릿을공유하세요.

시계열이메일메시지를템플릿과시퀀스를바탕으로모으세요.

키보드단축어인 “스니펫”을활용해시간을절약하세요. 

Service Hub Professional:



서류

영업 고객을위한 콘텐츠라이브러리를만들고, Gmail, Outlook을

이용해팀끼리공유하세요. 어떤 고객이거래를종료했는지

확인하세요.

리드가문서를보기위해 이메일링크를클릭하거나, 이를 동료에게

공유했을때, 곧 바로알려드립니다. 영업 콘텐츠가어떻게영업를

돕고있는지통합적인데이터로확인하세요.

Service Hub Professional:



미팅

잠재고객과의미팅을쉽게예약해보세요. Google/Office 365 

calendar와연결해항상 스케줄을최신상태로유지할수 있습니다.

잠재고객이미팅을예약하면, 자동으로기록과활동로그가 CRM에

생성됩니다.

Service Hub Professional:



전화

HubSpot CRM의고객 연락처데이터를사용하여통화를우선순위화

하고, 일별전화 순서를설정하십시오.

한 번의클릭으로당신의잠재고객을 VoIP나회선전화로연결할수

있습니다.

Service Hub Professional:



피드백

고객이좋아하는요소를찾고, 더 효과적인고객경험을만들기위해

피드백을모을 수 있는 설문조사를실시하세요. 

Service Hub Professional:



봇+자동화

라이브채팅효율과 1 to 1 커뮤니케이션을향상시키기위해 봇을

활용해보세요.

리드를할당하고, 고객이특정한액션을취했을때 알람을설정하고, 

작업을생성하는것과 같은일반적인업무를자동화하세요.

Service Hub Professional:



CRM과 긴밀히 연결

별도의설치없이, 마케팅허브는허브스팟 CRM과긴밀히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객, 회사, 거래, 업무, 티켓 등을 추적하는 SMB를 위한 1등 CRM 

플랫폼입니다.

벌써 Salesforce와같은 CRM 시스템을사용중이십니까?

허브스팟은설치하고사용하기쉬운 Native Integration을

지원합니다.( Professional 버전 이상)

Service Hub:



다양한 마케팅 툴과 협업 가능

마케팅활동을도울수백 가지의다른툴들과쉽게 협업하며추가할

수 있습니다.

Service Hub:



IMPLEMENTATION SPECIALISTS

수행 스페셜리스트는 기술적 셋업과 초기

실행의가이드라인을제공합니다.

PROFESSIONAL SERVICES

허브스팟 전문 서비스는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총체적인 트레이닝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로부터 그룹

트레이닝부터개인화된 1:1 컨설팅까지다양한선택지를제공합니다.

CUSTOMER SUCCESS

고객 성공 매니저는 인바운드 전략 갱신을 통해

가치를창출합니다.

SUPPORT

허브스팟서포트는허브스팟을이용하는데있어당신과팀이가지고있는모든문제에대해도움을드립니다.

전화, 이메일, 그리고앱을 통해언제든돕습니다.

ACADEMY

허브스팟아카데미는인바운드마케팅, 인바운드세일, 허브스팟제품트레이닝을제공합니다. 적절한코스, 

프로젝트, 아티클과다른다양한교육자료를찾을수있습니다.

허브스팟은소프트웨어그 이상입니다.



허브스팟은소프트웨어그 이상입니다.

개인 & 기업 고객을 위한 제한 없는 전화, 이메일 지원

허브스팟 포럼과 유저 그룹을 통한 다른 허브스팟 유저와의 연결

지식 기반 유저 가이드 검색과 통합 검색 문서

In-app 서포트 티켓을 통한 기록과 관리

*Not applicable for our free or Starter  tools



인바운드 마케팅 역량 강화 패키지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HubSpot 운영 지원

1) 자동화 설정 : Hubspot 자동화 로직설계 및 운영시 업무지원

2) 디자인 지원 : Hubspot을 통해 제작되는 블로그, 랜딩페이지, 
email 템플릿에 대한 디자인 업무 지원, 포털간 템플릿 공유 지원

3) On-boarding 프로젝트 : Step-by-step 온보딩 프로젝트, 사용자
설정, 초기 Contact 마이그레이션, Property 설정 지원

전략적 사고

✓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접근법

✓ 신규시장 마케팅 기획 및 전략 수립 실무

✓ 데이터 분석의 기본 개념

✓ 마케팅 자동화 설정 및 운영

✓ Content Vs. Context

✓ 이메일, 소셜, 랜딩페이지, 블로그 제작 및 운영

✓ 고객 여정 분석 및 고객조사방법론

✓ 페르소나 접근법

✓ 페르소나 스토리텔링

On-boarding 프로젝트

자동화 설정

디자인

HubSpot 실무 교육

디지털 마케팅

인바운드 마케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허브스팟 관련업무에 대한 사용자 지원을 통하여 고객사의 인바운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합니다.

*권장교육



Secret weapon for your global marketing

hello@performars.com

+82(0)2-598-8999   +82(0)70-7847-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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