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가치 조사(Customer Value Index)
고객가치 조사란?
고객만족도는 상승하는데 매출은 하락하고 계십니까?
수년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충성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이는 소비자가 정서적인 만족(CS)으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Value)에 의해 상품을 재구입하기 때문입니다.
KMAC에서 귀사의 충성고객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가치의 측정 영역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기대하는 “기대가치”,
둘째, 경쟁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회가치”,
셋째,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사용가치”,
넷째, 미래에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할 “미래가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객가치 조사 Process
고객가치 조사는 다음과 같은 Process로 처리되며, 일반적인 조사의 경우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KMAC만의 특화된 설문 디자인을 통해, 고객들의 잠재 Needs를 심도 있게 도출합니다.
또한, KMAC 조사 결과는 단순한 지수 산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CV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향후 개선방향(Action Plan)을 제공해 드립니다.
Phase1

고객의 잠재된 니즈 파악

Phase2

고객요구품질 추출

Phase3

 고객의 잠재적인 가치 및 니즈 파악을 위한 원시 데이터 수집
(정성조사 또는 기업 내부 VOC 등 2차 자료 활용)
 수집된 원시 데이터를 기초로 고객요구 품질을 추출

조사설계 및 설문지 작성  조사설계 및 추출된 고객 요구 품질을 기초로 설문지 작성

Phase4

자료 수집(실사)

Phase5

자료 분석

Phase6

주요 요구사항 선정

Phase7

개선과제 도출

 작성된 설문지로 정량 조사 시행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여 결과를 분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고객관점의 주요요구를
선정하고, 이를 조직내부의 관점을 접목시켜 개선항목 선정
 선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세부
실행과제 도출과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활동 전개

고객가치 조사 Model
일반적인 CVI 조사의 모형은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인 가격, 제품 품질,
서비스 품질과 감성으로 구성되며, 결과요인인 고객가치지수 및 성과요인으로 구성됩니다.

고객가치 조사결과(예시)
고객가치 조사의 결과물은 자사의 가치에 대한 수준은 물론 경쟁사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강점과 약점을 측정하고 개선활동 도출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고객가치 조사는 KMAC의 Feedback workshop 및 Semi-consulting 프로그램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선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