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종합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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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위원회
제조경쟁력강화위원회
공공혁신위원회
전략경영위원회
CS경영위원회
마케팅위원회

인사말
급변하는 기업의 경영환경과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도래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쟁우위 달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경쟁우위의 원천을 규명하고 우월한 경쟁적 지위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 활동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뿐
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이 전략적 마인드를 함양하고 전사적인 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회는 각 혁신에 대한 중점 분야별 우수 사례를 발굴 및 보급하고,

송

자

위 원 장

前 연세대학교 총장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내 최고의
대표 Community 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정기적인 모임과 활발한 대외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및 전파하여 한국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Best Practice를 선정, 벤치마킹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앞으로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해법을 연구하고,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국가 산업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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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취지 및 목적
위원회는 선도적인 기업의 최신경영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업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CEO, 임원, 실무자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종합적 Community 서비스입니다.
시장 선도, 학습 및 교류, 사회공헌 측면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을 통해 국내 기업의 내적 역량 극대화를 통한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킴
으로써 한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 목표

운영 방향

대한민국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종합 Community

Direction 1
시장 선도

▶국내외 B/P 공유 및 벤치마킹

▶중소·중견기업 자문활동

▶산업계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교류를 통한 과제/이슈 공유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지식기반 사회공헌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통한 이슈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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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2
사회공헌

▶국내 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 및 제언
연구 발표

Community

Direction 2
학습 및 교류

위 CEO Community
원 - 국내 산업계 해당분야 발전 방향
회 모색 및 제언을 통한 산업계 확산

네트워킹
▶우수기업 사례 공유 및 경쟁력 제고

평 담당임원 Community
의 - 해당분야 BEST Practice 벤치마킹
회 - 회원사 상호간 정보 교류 활동

▶우수 회원사 중심 멘토링 및 상생협력
프로그램

연 부서장 Community
구 - 해당분야 관련된 국내외 자료 공유
회 - 우수사례 정보교류 및 벤치마킹

위원회 구조
위원회는 경영혁신위원회, 제조경쟁력강화위원회, 공공혁신위원회, 전략경영위원회, CS경영위원회, 마케팅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
로 구성되어 있으며, CEO, 임원, 실무자들 상호 계층간 수직적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교류와 학습의 기회 제공 및 경영전반에 걸친 전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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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주요활동
위원회는 시장 선도, 학습 및 교류, 사회공헌 차원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위원회 참여 회원들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시장선도 활동

[진단평가 제도 선도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컨퍼런스를 통한 최신 이슈 및 트랜드 전파]

학습 및 교류 활동

사회공헌활동

[오픈 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한 학습 및 폭넓은 정보교류 활동]

[지식공헌 차원의 경영 도서, 사례집 및 이슈페이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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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지식공헌 활동]

기대효과
명망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최근 경영이슈 및
트랜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습의 장
학계, 민간, 공공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경영현안에 대한 폭넓은 정보교류가 가능합
니다.

폭넓은 정보교류
경영 외부환경에 대한 트랜드 및 전문화된
정보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방향 및
대책수립이 가능합니다.

전문화된 정보제공
KMAC가 보유한 진단, 컨설팅 솔루션을 통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현안 과제해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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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위원회
경영혁신위원회는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 및 선도적 경영혁신 확산, 학습 및 상호교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기업이 지속 성장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운영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업의 성장성, 제도 효율성, 운영 효율성 의 측면
에서 지속적인 혁신 이미지 구축 모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선도적 혁신 활동 및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전략/HR/혁신 분야의 경쟁우위 달성 및 안
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손

욱

중점 선도 분야 및 역할
성장전략

조직전략

시장선도 활동
▶ 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혁신
이슈 도출 및 대외 발신
▶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기업의 근원적 체질 변화 모색
▶ 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확산
▶ 포럼/세미나를 통한 패러다임 제시

제도혁신

경영혁신

사회공헌 활동

학습 및 교류 활동
▶ 글로벌 혁신 Best Practice의 발굴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및 벤치마킹
▶ 산업별/기업별/기능별 상호간 교류를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 및 전개
▶ 주요 정부정책 및 사회적 이슈해결에
대한 선도적 참여

통한 발전방향 모색
▶ 국내외 기업, 학계, 전문가 등 폭넓은

▶ 협력업체, 지역 경제 등 상생과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네트워킹 기회 제공

커뮤니티 구성 및 역할
CEO Community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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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이슈에 대한 주요사항 논의
- 글로벌 혁신 이슈에 대한 정보
교류 및 대응방안 모색
- 경영자 교류 활동 및 지역발전,
상생, 협력 활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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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임원 Community
평
의
회

- 우수혁신기업 상호 벤치마킹
및 기업 간 정보교류
- 전략/HR 부문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활동 참여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부서장 Community
연
구
회

- 위원회/평의회에 상정된 안건
실행 및 참여
- 각 분과별 국내외 자료 수집
및 공유
-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분야별 위원회 안내
New Innovation 모델 제시
경영혁신위원회는 중장기 관점의 아젠다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미래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는
혁신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혁신의 선도적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New Innovation 모델 제시
성장
전략

“Innovation Leadership”

▶ 성장전략(Growth Strategy)
▶ 민첩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전략(Agility)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성장동력 발굴

alignment
▶ 미래대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 사업 혁신

▶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한계와 극복

성장
전략

▶ 조직/인력 운영 효율성
▶ 서비스 질 향상

디지털
혁신

HR
혁신

▶ 미래환경변화에
대응능력 향상
▶ 제도 혁신

HR
혁신

디지털
혁신

▶ 직무중심의 HR제도 : 직무급 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무방식 변화

▶ Digital Transformation
▶ Business Analytics : Big Data, AI 등
▶ 조직문화 혁신

위원회 주요 활동
경영혁신 가속화 포럼 (연4회)
기업의 근원적 조직 체질 혁신방안 모색을 통한 목표지향적(Goal-Driven Management) 경영설계 정립

SHRM 세미나 (연2회)
미국 SHRM 컨퍼런스와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HR이슈에 대한 국내 HR 혁신방안 제시

디지털 기반경영혁신 세미나 (연2회)
Big Data, AI 등 Business Analytics를 통한 신속한 진단 및 솔루션 혁신

문의 : 경영혁신위원회 사무국
책임자/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한규 본부장

02-3786-0761

jhk3353@kmac.co.kr

이현승 시니어

02-3786-0785

klee83@km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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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경쟁력강화위원회
제조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조 기업의 선제
적인 이슈 발신, 회원사 상호간 Win-Win 할 수 있는 운영 방향 설정 및 세부추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경쟁력을 선도하는 커뮤니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조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접근전략, 현장중심형 스마트
팩토리 모델 제시, 제조경쟁력 강화, 제조혁신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선도적 활동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우위 달성 및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

영관

중점 선도 분야 및 역할
스마트팩토리

4차산업혁명

시장선도 활동
▶ 국내 제조업의 발전방향 모색 및

이슈 및 패러다임 제시
▶ 제조경쟁력강화 관련 분야의 연구

제조혁신

사회공헌 활동

학습 및 교류 활동
▶ 제조경쟁력 우수기업 발굴 및

제조혁신 선도
▶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통한 최신

제조경쟁력

벤치마킹
▶ 제조 기업간 상호교류 및 폭넓은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정기교류를 통한 친목도모 및
커뮤니티 별 연계활동

및 조사발표 진행

▶ 사회가치 증대를 위한 제반 활동
주최
▶ 제조경쟁력 강화 이슈에 대한 지식
공헌 프로그램 수행
▶제조업의 혁신선도 및 중소기업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커뮤니티 구성 및 역할
CEO Community
위
원
회

- 제조경쟁력 이슈 및 방향성 제시
- 컨퍼런스 등 대외 활동의 심의/
의결
- 제조경쟁력 관련 정책 건의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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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임원 Community
평
의
회

- 제조혁신 활동 전략 수립 및
방안 연구
- 제조혁신 관련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상호 벤치마킹
- 경영 관련 문제 해결방안 공유

부서장 Community
연
구
회

- 제조혁신 관련 세부 실행방안
연구
- 실무중심의 정보 및 친목교류
- 실무 운영 정보 공유,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활동

분야별 위원회 안내
스마트팩토리 연구회
최근 산업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방안과 스마트팩토리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중심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방향성을 견인
기업별 Smart Factory Practice의 공유

바람직한 대응전략 제언
Smart Factory 구축을

- 기업들 간 스마트팩토리 관련 혁신 사례 교류

위한 전략 및 혁신 과제

: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혁신 사례 등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응방향 및 실행
전략 모색
- 주요국의 대응전략을 공유하고 국가차원의

발굴

지원방향 제시

내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Smart Innovation 지원 체계 운영
- KMAC 컨설턴트, 교수진, 국내외 솔루션 기업들로 구성된 Smart Factory Think Tank 구축
- 기업별 진단 및 자문 등 실질적 지원 실행

• Smart Factory 수준 진단
KMAC와 솔루션 엔지니어가
참여하는 무료진단 서비스

• 정기 Round Table
정기적으로 Round Table
운영, 자문교수 및 전문가

• 저술활동
각 기업의 혁신사례를 담은
단행본 출간

• 학습과 교류
세미나, 특강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구축방안 제시, 활동 공유

위원회 주요 활동
포럼
세미나/워크샵

스마트팩토리 연구회 포럼 (연2회)

스마트팩토리 세미나 (연2회) 및 워크샵 (연2회)

컨퍼런스

대한민국 제조혁신 컨퍼런스 (연1회)

벤치마킹

스마트팩토리 우수기업 벤치마킹 (연1회 이상)
[대한민국 제조혁신 컨퍼런스]

문의 : 제조경쟁력강화위원회 사무국
책임자/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윤희성 센터장

02-3786-0491

yhs@kmac.co.kr

이석범 치 프

02-3786-0499

sblee94@km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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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혁신위원회
공공혁신위원회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바탕으로
공공분야의 발전과 혁신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의 참여로 구성, 공공기관의 발전 방향 모색
과 함께 우수 사례의 발굴 및 상호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제반 사회공헌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공혁신, 사회적 가치, 일자리 창출, 자율 혁신 등의 주요 아젠다
에 대해 함께 고민함으로써 ‘생태계’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미래 방향을포함한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

일영

중점 선도 분야 및 역할
공공혁신

사회적 가치

시장선도 활동
▶ 공공기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공공혁신을 선도
▶ 공공부문 이슈 도출 및 지속적인
대외 발신 추진
▶ 공공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확산

일자리 창출

자율 혁신

사회공헌 활동

학습 및 교류 활동
▶ 공공혁신 Best Practice의 발굴 및
벤치마킹
▶ 정부, 공공, 지자체 등 기관 상호간
교류 및 발전
▶ 학계, 민간 등 폭넓은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사회가치 증대를 위한 제반 활동
주최
▶ 공공기관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 및 전개
▶ 주요 정부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도적 참여

커뮤니티 구성 및 역할
CEO Community
위
원
회

- 공공혁신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 논의
-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및
대응방안 모색
- 경영자교류 및 사회 활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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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임원 Community
평
의
회

- 혁신우수기관 상호 벤치마킹
및 가입사간 정보교류
- 공공부문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활동참여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부서장 Community
연
구
회

- 위원회/평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실행 및 참여
- 각 분야별 국내외 자료 수집 및
공유
- 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분야별 위원회 안내
공공혁신 선도 및 미래방향 제시
공공혁신위원회는 사회적 가치, 일자리 창출, 자율 혁신 등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경영의 근본적 개혁과 연계하여,
'생태계' 관점에서의 공공기관의 역할과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혁신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일자리
창출

바람직한 공공기관으로 선도하기 위한
경영평가 대응역량 강화
기관 경영평가
내부 성과관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윤리경영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주요사항
기타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Methodology 및 Skill 함양
중장기 전략 연계 사회적 가치 혁신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안전 및 환경

내·외부 성과관리 고도화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조직운영

위원회 주요 활동
위원회
공공기관 경영진
상반기 조찬 세미나

공공컨퍼런스
VIP 오찬 세미나

주

평의회
일자리 창출
포럼
사회적 가치
포럼

연구회
임금 및 성과관리 세미나

세미나

시민
단체

낡은 관행
혁신 포럼

요
공공기관 경영진
하반기 조찬 세미나

활
동

→ 공공부문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커뮤니티 구축

경영진 세미나 (연 3회)

부문별 포럼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 주요 정책 이슈별 Round Table
구성을 통한 Business Network 창출

Issue Forum (연 3회)

경영평가 우수사례분석 세미나
당해 년도 정부이슈 특별 세미나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경영전문가 과정
공공기관 실적관리 Master 과정

교육

전문가 특강

컨퍼런스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고객중심 경영혁신 컨퍼런스

세미나, 교육,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활동 참여 및 지식 전달

→ 공공부문 주요 정보 전달 및 기관의
대응역량 강화

All that Service Program (연 8회)

문의 : 공공혁신위원회 사무국
책임자/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한규 본부장

02-3786-0761

jhk3353@kmac.co.kr

이현승 시니어

02-3786-0785

klee83@km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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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경영위원회
전략경영위원회는 기업 발전의 핵심적 요소들을 환경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조명하고,
이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존경받는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략경영위원회를 통해 존경받는기업, 사회가
치혁신, CSR, ESG, Social Impact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선도적 활동 및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우위 달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자 합니다.

위원장 이

승한

중점 선도 분야 및 역할
존경받는기업

지속가능경영

시장선도 활동
▶ 국내 기업들의 존경받는기업
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사적 혁신
방향 제시
▶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기업, 한국의
경영대상 등 진단평가를 통한 혁신
선도

CSR

사회가치혁신

사회공헌 활동

학습 및 교류 활동
▶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통한
사례 공유

▶ 지식공헌 차원의 이슈 페이퍼 발간
▶ 사회가치 증대를 위한 제반 활동

▶ 학계, 민간 등 폭넓은 네트워킹
기회 제공

주최
▶ 존경받는기업 이슈에 대한 지식

▶ 정기교류를 통한 친목도모 및

공헌 프로그램 수행

커뮤니티 별 연계활동

커뮤니티 구성 및 역할
CEO Community
위
원
회

- 존경받는기업 구현을 위한 발전
방향 모색 및 제언
- 위원회 활동에 대한 방향성 제시
- 존경받는기업 선도 및 사회공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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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임원 Community
평
의
회

- 전문경영정보 교류
- 담당 임원간 네트워크 구축
- 선진 우수기업 및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 경영 관련 문제 해결방안 공유

부서장 Community
연
구
회

- 해당 분야 관련 국내외 자료
공유
- 실무중심의 정보 및 친목교류
- 우수사례 정보교류 및 벤치마킹
- 경영 상의 문제 해결방안 공유

분야별 위원회 안내
존경받는기업 포럼
전략경영위원회는 존경받는 기업에 대한 선도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무중심의 커뮤니티인 ‘존경받는기업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존경받는 기업에 대한 최신 이슈 및 트랜드를 선도하고, 최신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벤치마킹

▶ 사회가치 혁신 정책 이해
▶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

학습활동

벤치마킹
▶ 존경받는기업 선정기업

▶ Social Impact Assessment

워크샵

▶ CSR활동의 새로운 영역

▶ 존경받는기업 선정사 방문

▶ 우수사례 공유 워크샵
(이슈페이퍼 발간과 연계)

위원회 주요 활동

시장선도

▶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인증 조사 발표
▶ 한국의경영대상 개최

▶ 오픈세미나 (연2회)

학습 및 교류

▶ 존경받는기업 포럼 및 교류 워크샵 (연5회)
▶ 우수기업 벤치마킹 (연2회 이상)

사회공헌

▶ 존경받는 기업 관련 이슈페이퍼 발간
▶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전략보고서 발간

문의 : 전략경영위원회 사무국
책임자/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송광호 본부장

02-3786-0456

khsong@kmac.co.kr

최다운 시니어

02-3786-0671

davidchoi@km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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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경영위원회
CS경영위원회는 고객만족 경영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진 기업의 참여로 구성되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고객중심 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국내 산업계에 총체
적 고객만족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S경영위원회를 통해 고객중심경영, 서비스품질,
고객경험관리, 접점 및 콜센터 혁신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선도 활동 및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하는 등 고객 가치 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

태학

중점 선도 분야 및 역할
CS경영

서비스품질

고객경험

시장선도 활동

▶ CS분야 관련 Best Practice 공유와

위한 발전방향 모색 및 선도 활동

이를 통한 회원 기업의 CS 경쟁력

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CS경영학회와의 연계를 통한 이론적
연구 및 CS Trend 제시

사회공헌 활동

학습 및 교류 활동

▶ 고객중심의 사회문화 저변 확대를
▶ 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을 통한 CS경영

콜센터 혁신

제고
▶ 한국 산업의 CS경영 추진 방향 연구
▶ 기업 간 정기교류를 통한 친목 도모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 교류

▶ CS Best Practice 상호 공유 유도
및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산업의 CS
수준 향상
▶ 산업계 현장의 CS추진 사례 학계
소개 및 이론적 체계화

커뮤니티 구성 및 역할
CEO Community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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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중심의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및 계몽활동 추진
- 기업의 CS추진 방향 모색/제언
- 진단평가, 컨퍼런스 등 선도활동
에 대한 의견 조율

담당임원 Community
평
의
회

- 전문경영정보 교류
- CS경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 기업 간 정보 교류에 대한 참여
및 지원
- TCS 추진을 위한 학습 활동

부서장 Community
연
구
회

- 위원회 및 평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실행
- CS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세미나
참여
- CS 학습 및 확산 활동 현장 추진

분야별 위원회 안내
고객중심 문화 확산 선도
CS경영위원회는 1999년 설립 이래로 고객중심 문화의 확산 및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고객중심경영혁신 컨퍼런스를 통한 급변하는 시대에

고객만족/서비스품질 관련 진단평가 제도를 통한 선도력 확보

부합하는 CS경영의 방향성 정립

KCCM 컨퍼런스를 통한 콜센터 및 모바일 등의 디지털

Annual Membership Program을 통한 실무 중심의 차별화된

채널 전략 방향 및 최신 트랜드 선도

솔루션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

위원회 주요 활동
컨퍼런스
세미나
인사이트 포럼
벤치마킹
워크샵

KCCM 컨퍼런스 개최
고객중심 경영혁신 컨퍼런스 개최
상반기 이슈 세미나
하반기 이슈 세미나
CS : Trend & Issue 포럼, 우수 CS 체험 및 이슈 공유
콜센터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컨택센터, 고객경험 향상 전략
고객경험 우수사례 벤치마킹

CS기획 및 콜센터 관련 실무 부서장/실무자 워크샵

문의 : CS경영위원회 사무국
책임자/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상윤 본부장

02-3786-0541

jsbach@kmac.co.kr

김성민 시니어

02-3786-0544

smkim@km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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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위원회
마케팅위원회는 기업 발전의 핵심적 요소인 마케팅 활동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조망하고 이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내적 역량을
극대화함은 물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 및 미래지향적 사회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위원회를 통해 마케팅, 브랜드, 세일즈 분야의 혁신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선도적 활동 및 우수사례의 지속 발굴·전파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

대연

중점 선도 분야 및 역할
마케팅 경쟁력

브랜드 파워

시장선도 활동
▶ 마케팅/브랜드/세일즈 분야 발전
방향 모색 및 제언
▶ 포럼 및 세미나 등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마케팅/브랜드/세일즈 분야의
연구 및 조사발표 진행

브랜드 추천

영업 혁신

사회공헌 활동

학습 및 교류 활동
▶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통한 사례

▶ 지식공헌 차원의 이슈 페이퍼 발간
▶ 전략보고서 등 산업계 이슈 발신

공유
▶ 학계, 민간 등 폭넓은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사회가치 증대를 위한 제반 활동
주최

▶ 정기교류를 통한 친목도모 및 커뮤
니티 별 연계활동

▶ 주요 대학 방문을 통한 Case 중심의
현장형 경영 실무 지식 전파

커뮤니티 구성 및 역할
CEO Community
위
원
회

- 산업계 발전 방향 모색 및 제언
-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견제시 및
활성화 독려
- 마케팅/브랜드/세일즈 혁신 선도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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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임원 Community
평
의
회

- 전문경영정보 교류 담당 임원간
네트워크 구축
- 선진 우수기업 및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 경영 관련 문제 해결방안 공유

부서장 Community
연
구
회

- 해당 분야 관련 국내외 자료
공유
- 실무중심의 정보 및 친목교류
- 우수사례 정보교류 및 벤치마킹
- 경영 현안 문제 해결방안 공유

분야별 위원회 안내
Marketing Solution Providing Platform 구축
마케팅위원회는 브랜드, 마케팅, 세일즈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선도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트랜드 및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 상호간 Win-Win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브랜드/마케팅/세일즈
종합 Solution 제공

진단평가 기반의
선도적 이슈발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제시

우수사례의
적극 발굴 및 창출

지식기반의
사회공헌활동 추진

위원회 주요 활동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 발표
시장선도

한국산업의 브랜드추천 1위 조사 발표
판매서비스만족도(KSSI) 조사 발표

[위원회/평의회]모닝 세미나 (연2회)
학습 및 교류

[연구회]브랜드 포럼 (연2회)
[연구회]세일즈 포럼 (연2회)

전략보고서 발간 – K-BPI, KSSI
사회공헌

한국형 마케팅 성공사례집 발간
대학생 대상 지식 공헌 활동

문의 : 마케팅위원회 사무국
책임자/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기동 본부장

02-3786-0342

cotmouse@kmac.co.kr

방지현 치 프

02-3786-0376

jhbhang071@kmac.co.kr

19 위원회 총괄 안내

위원회 총괄 운영 사무국
(0724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8층
TEL : (02)3786-0158 FAX : (02)784-6507
E-mail : oneshs@kmac.co.kr 홈페이지 : http://www.kma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