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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현장 카톡방

# 카톡방 초대 해 주세요



팔수 있는 호실은 ?

# 카톡방을 참고

#고객에게 브리핑은 어떻게 ?



브리핑 자료는
항상 인쇄

# 웹하드로 가세요



선유도를 브리핑 하는데
고객이 안양을 물어보면

# 당황 스럽죠

#자료는 어떻게 #누구에게 문의하지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

# 부동산 시장 변화

#프롭테크 시대 #수요자 중심 시장



어차피 누군가는 합니다.

# 경쟁

#고객의 눈높이



# 경쟁

#고객의 눈높이



# 분양대행사 철인그룹㈜

#지식산업센터 분양 플랫폼 점프

#최초로 시도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
먼저 시작하세요 !

# 선점효과

#적극적인 지원 #우리는 같은 편



# 선점효과

#적극적인 지원 #우리는 같은 편



실시간 분양정보 조회로

분양이 쉬워진다.

광고관리, 현장관리, 문서작업, 

고객관리, 계약관리는

‘점프부동산’ 앱에 맡기시고

'영업' 에 집중하세요 ! 



실시간 분양정보 조회로

분양이 쉬워진다.



점프앱을 통한
계약 성공 사례 공유

2019년 4월 27일(토)

Prepared by 박희영 www.jumpapp.co.kr



방문영업 시
점프앱 설치

# 가양역 #방문영업 # 실입주

# 고객이 점프앱 사용





계약 성공 !

#고객 문의 계속 이어짐

#앱은 소문을 타고



지인에게
점프앱 설치

# 금정역 #지인영업 #실입주

#지인이 고객에게 앱 설치



계약 성공 !

#감사해요. 친구

#더욱 활용해 보자



투자자에게
앱설치

# 20명설치 20명 문의

# 앱사용법안내 # 현장투어



고객에게
점프앱 사용법

가이드

# 점프앱 사용법 설명 하면서 고객과 친해지기

#분양상담사만 알고 있던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소개하기



계약 진행
잠재고객 확보

# 적극적인 앱 사용법 가이드



점프앱을 활용한 영업방법
및 고객 관리 방법

2019년 6월 1일(토)

Prepared by 박희영



매니저로 가입하기

# 매니저가 무엇인가요 ?

#어떻게 가입하나요 ?



www.jumpapp.co.kr

접속

# 홈페이지 주소

#모바일웹 지원

http://www.jumpapp.co.kr/


구글플레이
‘점프 부동산’ 검색

# 점프부동산 검색





실시간 분양정보
조회 가능

# 분양이 쉬워진다

#많은 현장을 영업한다



# 분양이 쉬워진다

#많은 현장을 영업한다









현장정보, 상담북, 도면
공지사항, 자료실 등

# 분양이 쉬워진다

#분양정보가 많다



# 탭북으로 브리핑

#신뢰, 호감 상승



# 상담북 실시간 조회





고객에게
점프앱 설치하기

# 분양이 쉬워진다

#점프앱이 영업한다







고객은 분양현장을
쇼핑한다.

# 심심할때 점프앱

#궁금하면 바로 전화







고객관리

# 고객의 관심을 알 수 있음

#화장실 가서 고객은 점프앱을 사용한다





고객이현장을확인시문자가옵니다.



고객에게 앱 설치
귀찮아 !

# 뒤따르는 의문들

#과연 잘될까 ? 

#고객정보를 빼앗길까 ?



호감 상승
새로운 영업 방식

# 전문성 어필

#신뢰감 팍팍 상승

#2차 영업 기회



카톡 영업

# 고객에게 쉽게 자료전송

#카톡 공유하기





‘점프 부동산’ 앱을 적극
이용하세요 !

연락처 : 010-6401-9807

# 많이 활용하세요 ^^

#확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