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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기
CS Master 양성과정
20년 역사의 대한민국 최고권위의 CS경영 전문가 과정

2018년 10월 26일(금) ~ 11월 30일(금)
※ ’18년 고객중심 컨퍼런스(11월 6일, 화) 참관비 포함
※ 우수기업 탐방 벤치마킹 포함
※ 심리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향수 테라피 만들기 Activity 포함
※ “제주감성여행 12월 5일(수) ~ 7일(금)” 추가 선택 시 연수비용 할인혜택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13:00~18:00(오후)
※ 컨퍼런스 및 우수기업 벤치마킹 일부 모듈은 오전에 Start

교육장소

KMAC비즈니스스쿨 (서울 마포 소재)

교육대상

CS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공공/민간)
신규 발령, 전환, 승진 예정자 (CS부서)
CS 추진리더, CS개선활동 전문가
CS 전문가로 활동코자 하는 분
고객차별화를 고민하는 부서 관리자(컨택센터, 영업/세일즈 등)

한국능률협회컨설팅

KMAC는 우리나라 산업계에 CS경영 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온 경영컨설팅 및 교육기관입니다.
1990년 설립이래, 진단평가/컨설팅/리서치/교육연수/미디어 등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왔으며,
특히 CS경영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1962 (사)한국능률협회설립

2007 한국의경영대상 운영
제1회 THE PROUD 상품평가제도 발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사업자 선정
정부혁신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
방글라데시 공공부문 역량강화 수행기관 지정

1983 국내 최초 VE 도입 및 제 1회 VE전국대회 개최
1988 제1회 TPM 전국대회 개최
1989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설립
제1회 JIT 페스티벌 개최
국내 최초 TPS 장기 기술 연수과정 실시
(기후차체, 경삼전기, 미꾸니 등)

2008 제1회 한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K-GWPI)조사 발표
2009 KMAC 창립 20주년, 2015 뉴 비전 선포
국책사업 공개교육기관 선정‘핵심직무과정·단기직무향상과정’

1992 제1회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 발표
국내 최초 CS경영 방법론 도입

2010 고객의 소리를 우선하는 기업(VOC-MS) 인증제 운영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접점 부문 조사 발표
우수교육 유공단체상 수상(서울시 최초)

1993 제1회 고객만족경영혁신 전국대회 개최

2011 Global CSR Conference 2011 개최
존경받는기업 컨퍼런스 개최

1995 노동부 교육 훈련기관 지정
1997 국내 최초 Six Sigma 경영혁신 도입 및 보급
(美, SSQ 기술협약)

2012 시장선도를 위한 ‘고객 가치 창출’
제20회 고객중심 경영혁신 컨퍼런스 개최

1998 제1회 국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발표
1998 제1회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 발표
2002 제1회 제조경쟁력 실태조사 및 우수공장 인증

2013 민관합동 포럼 존경받는 기업-공공컨퍼런스 개최
Global CSR Conference 2013 개최
2014 대한민국 공공 컨퍼런스 개최
제22회 고객중심 경영혁신 컨퍼런스 개최
제1회 Smart Brand 발표
제1회 판매서비스만족도 발표

2003 정부 23부처 혁신 진단 / 국정토론 진행 /
청와대 비서실 변화 관리
2004 제1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KMAC) 조사발표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PCSI) 평가모델 개발 및 조사 수행

2015 대한민국 공공 컨퍼런스 개최
고객중심 경영혁신 컨퍼런스 개최
2017

2005 정부혁신 주관연구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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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C CS Leadership
Our
Leadership
국내 최초로 CS경영 철학 및 방향성을 제시해 왔으며, 이를 위해 고객만족경영대상 및 KCSI조사 등을 시행하여
한국산업의 고객지향적 문화 선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만족경영혁신 및 콜센터 등 CS관련 컨퍼런스
의 지속적 개최를 통하여 고객만족경영 분야의 주요 이슈를 제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산업 선도력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에 대한 탁월한 전문
1990년대 우리나라에 TCS(Total Customer Satisfaction)의 이념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최초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조사”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고객만족경영
진단모델(CSM 7Frame)”을 개발하는 등 국내 CS경영분야의 리더로서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CS분야 국내 최다 컨설팅 경험과 노하우 보유
KMAC는 KCSI컨설팅, CSM(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전략수립, SI(Service Identity)
기반의 CS전략수립, CEM(Customer Experience Mangement), CS평가체계 구축, CS프로세스 개선,
통합 VOC관리시스템 구축, 구성원 CS역량 강화, CS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개발, 공공부문의 정부정책에
따른 CS전략 수립 등 국내최다 CS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컨설팅 수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의 선도적 리더 역할
KMAC는 CS에 대한 연구와 교육, 컨퍼런스/세미나 개최 및 서적 발간 등을 통해 고객만족경영 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최신 Tool & Technic를 국내에 전파함으로써 산업 선도력을 확보
해오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네트워크 보유
KMAC는 첨단 경영 기법을 보유한 세계 유수의 컨설팅 기관, 연구소 및 CS경영위원회(약120개 기업)과
국내 일류 기업과의 다양한 Network을 통해 최신 Best Practice를 공유하고 있으며, 관련 학회와의 산학
교류 활성화로 한국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

KMAC

KCSI

KNPS

KSQI

KSQI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부문

K-BPI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한국산업의
브랜드추천

고객접점부문

THE PROUD
주목받는 신상품
고객가치최우수상품
대한민국명품

판매서비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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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최근 IT 신기술이 CS활동에 접목된 수많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고, 시장의 질서가 파괴적으로 변화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만물의 서비스화, 언택트, O2O, 케렌시아, 미닝아웃 등 고객이 선택하는 가치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CS/영업/마케팅의 업무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혁에 시대에서 고객만족경영 활동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고객과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고자
2018년 CS Master 과정을 시작합니다.
20년 전통을 가진 CS Master 과정인 만큼, 변혁의 거대한 물결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Insight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 목적
•CS경영의 방향성과 접근 방법론을 이해하고, 우리회사에 현재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현재 고객이 선택하는 가치 및 기준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AI, IoT, Cloud, Big data, Mobile 신기술 기반 고객서비스 혁신활동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만족 담당부서의 업무범위의 변화 및 역할을 인식하고, 우리회사 조직구조 속에서 실행합니다.
•CS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지식과 솔루션(서비스)을 이해하고, 실행할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다.

교수법
•Lecture, Case Study, Benchmarking, Workshop, Report, Presentation, Group Stud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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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계
우리기업이 고객가치중심의 고객만족경영(CSM)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CS경영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기업만이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CS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우리기업의 고객만족경영 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KMAC는 CS 부문의 오랜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 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할 것이며, 참가자들의 실무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CS
경영진단
7Frame

고객분석

Strategy

People

경쟁사
분석

Process

System

Culture

고객중심적 혁신요소 발굴

상 품

서비스

고객가치
창출

교육모듈

이미지

경쟁우위
창출

기업가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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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경영추진 방향

고객 이해
및 변화
트랜드

CS경영
전략수립

CS 조사
기획 및
활용

컨퍼런스,
우수사례
벤치마킹

진화하는
VOC
시스템

CS평가
방안
및 고도화

우수기업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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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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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up

득심
리더십

우수사례
토론회

고객경험
차별화

IT
신기술의
CS 접목

스트레스
해소 &
향수 테리피

우수사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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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일정

1주차
10월 26일(금)
13시~18시

강의시간

Module

13:00~15:00
(2.0H)

M1. [특강]
우리의 추구해야 하는
고객만족경영활동

• 오리엔테이션 및 참가기업 소개
• 현업의 다양한 CS이슈, 네트워킹 세션
• [특강] 2018 대한민국 고객만족(CS)경영의 변화와 과제

15:00~18:00
(3.0H)

M2.
고객이해 및 변화트랜드

• 18년 고객 Trend의 변화 및 핵심 키워드
- 만물의 서비스화, 언택트, O2O, 케렌시아, 미닝아웃 등
- 키워드별 사례 및 Insight
• 현업적용을 위한 고객 중심의 변화방안 마련

13:00~15:00
(2.0H)

M3.
CS 경영전략 수립하기

• CS 경영전략의 이해 및 경영전략 수립 방법론
• 2018년 시대 흐름에 맞는 고객전략 수립하기

15:00~18:00
(3.0H)

M4.
CS 조사의 기획과 활용

• 고객만족경영과 CSI 조사
- 고객니즈 탐색의 중요성, 고객니즈 탐색 및 진단 기법
- CSI 종류와 사례
• 고객에 대한 조사, 관찰, 분석
- 정량조사/정성조/모니터링 활용 및 사례
- 결과분석 및 CS경영활동 연계 방안 마련

10:00~18:00
(7.0H)

M5. [컨퍼런스 참관]
’18년 고객중심 Conference

2주차
11월 02일(금)
13시~18시

3주차(예정)
11월 6일(화)
10시~18시

3주차
11월 09일(금)
10시~18시

4주차
11월 16일(금)
10시~18시

세부 프로그램

• 2018 고객중심경영혁신 컨퍼런스(일산 킨텍스)

13:00~16:00
(4.0H)

M6.
VOC의 전략적 활용 및
진화하는 VOC시스템

• VOC의 바른 이해와 역할, 유형, 유형별 특징
• VOC개선 및 활용 측면에의 사례연구
- VOC 변화, 운영, 관리
- 수집, 처리, 분석, 활용, 효율화 등
•서비스 개선측면에서의 사례연구
•마케팅 관점에서의 사례연구
•통합적 관점에서의 활동 사례
•진화하는 통합VOC 시스템 기능 및 활용
- 통합 VOC 시스템 바람직한 방향
- 진화하는 통합 VOC 시스템, 기대효과

16:00~18:00
(1.0H)

M7.
바람직한 CS평가 방안

•고객만족도 평가 지표 및 활용(KCSI를 중심)
•국민만족도 조사의 이해와 활용(PCSI를 중심)

10:00~14:00
(4.0H)

M8. [Benchmarking]
우수기업 탐방

• CS경영 우수사례 기업 벤치마킹
• 우수기업 방문 및 Q&A

14:00~16:00
(2.0H)

M9. [Workshop]
Case Study-1

16:00~18:00
(2.0H)

M10. [체험형 Activity]
심리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향수테라피 만들기

• 참가 기업별 우수사례 및 최신이슈 발표(1그룹)
- 기업별 사례 공유
- 피드백 및 토론
- 시사점 및 벤치마킹 포인트 발굴
•심리안정 및 업무 스트레스 해소
•아로마 향수와 샤쉐스톤방향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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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5주차

강의시간

Module

세부 프로그램

13:00~16:00
(3.0H)

M11.
IT 신기술과 고객서비스 혁신

•AI, IoT, Cloud, Big data, Mobile 신기술
•신기술 기반 고객서비스 혁신
-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행태 분석 및 활용
- 채팅 로봇(Chat-bot)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 음성녹취 빅데이터(Speech Analytics)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 블록체인은 통한 고객 Data 신뢰성 확보 등

16:00~18:00
(2.0H)

M12.
서비스차별화와 고객경험관리

•CS 차별화 전략체계의 이해
•고객가치 분석 및 Service Identity 도출
•고객경험 설계와 내재화

13:00~14:00
(1.0H)

M13.
컨퍼런스 기업
우수사례 종합 Reivew

•고객 중심 경영컨퍼런스 기업 우수사례 종합 Review
- 시사점 도출 및 현업적용 방안

14:00~16:00
(2.0H)

M14.
[Workshop] Case Study-2

•참가 기업별 우수사례 및 최신이슈 발표(2그룹, 3그룹)
- 기업별 사례 공유
- 피드백 및 토론
- 시사점 및 벤치마킹 포인트 발굴
•종합 피드백 및 Wrap-up

16:00~17:00
(1.0H)

M15. [특강]
득심의 기술

17:00~18:00
(1.0H)

M16.
수료식(민간자격증)

11월 23일(금)
13시~18시

6주차
11월 30일(금)
13시~18시

[선택형]
12월 5일(수)
~ 7일(금)

+

선택형
프로그램
2박 3일

•리더를 위한 득심의 기술(심, 지, 행)
•수료식 및 민간자격증 수여
•네트워킹 세션
※ CS Master 양성과정 참여자 대상, 제주감성여행 신청 시
할인혜택

M17. [선택형, 국내연수]
제주 감성여행

•Vision, Impression, Solution, Action
•체험1 (Healing & Refresh)
•체험2 (Recovery & Discovery)

07

40th Master of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평가 및 인증
자격인증
KMAC CS MASTER [수료증] 및 [인증서] 제공
아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소정의 기준 충족 시 인증자격 부여

※ 상패는 수료생 선물로 변경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
총 수업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장 및 상패가 수여됩니다.
출석

40%

•교육 출석 평가(40%)
•Case Study 평가(30%)
•교육 참여도 및 교수평가(30%)
※ 총 수업일수의 80%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워크숍은 필수)

도서(제공)

워크숍

교수평가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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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ulty
KMAC CS 전문컨설턴트 교수진의 인사이트 넘치는 명강의와 쌍방향형 코칭 학습법을 통해 ‘정말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MAC 교수진은 최신 컨설팅 사례 기반의 생동감 넘치는 테마 강의와
피드백으로 현업의 이슈와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주임교수
오 진 영 부사장
•일본 동경외대 일본사정(기업경영) 전공
•TCS 전략연구소소장
•고객만족경영대상 심사위원
•청와대 현식수석실 자문위원
•서울시 창의대상 심사위장
※ 전문지도분야 : CS경영, 창의/혁신, 조직문화, 공공전략, 인재개발

모듈별
전문 교수진
KMAC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 및 교수진입니다.

진현진

성명

김수나

직위

손지현

이명진

박재상

김두경

최종택

소속

성명

CS, Marketing,
Contact Center

박재상 치프 컨설턴트

CS, Marketing

김수나 프린서플 컨설턴트

CS, Organizational
Activation

김두경 엑스퍼트 컨설턴트

CS, Contact Center
(AI, Big Data, IoT,
Chat-bot 등)

손지현 치프 컨설턴트

CS, Marketing

이명진 치프 컨설턴트

CS, Marketing

외부 전문가
김지은 (한국아로마테라피
강사협회)

아로마테라피스트,
캔들크래프트

진현진 프린서플 컨설턴트

최종택

직위

김지은

소속

Leadership,
외부 전문가
Organizational
(한국강사협회 회장)
Activation

40th Master of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교육환경
교육장 : KMAC비즈니스스쿨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6 고려빌딩 3층

5호선 마포역 2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로 2분 거리,
우리은행(일진빌딩)으로 좌회전. 농협건물 3층
파랑(간선)버스 : 160, 260, 261, 263, 600
초록(지선)버스 : 7013, 7016, 7611, 7613
빨간(광역)버스 : 8600, 2500

P 영리 공영주차장

양평 신내 서울
해장국 마포직영점

영리119
안전센터

비즈니스
스쿨

농협
일진빌딩
파리바게뜨

2
여의도
방향

5호선
마포역

번출구

30m

우리은행
기아자동차
30m
버스 중앙차로 공덕역 방향

공덕역
방향

베스트웨스턴
호텔

※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교육생은 주차지원이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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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교육일정

’18년 10월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13:00~ 18:00(오후)
※ 컨퍼런스 및 우수기업 벤치마킹 일부 모듈은 오전에 Start

교육비용

200만원(1사 2인, 180만원, VAT없음)

26일(금) ~ 11월 30일(금) [40시간/6주]

※ ’18년 고객중심 컨퍼런스(11월 6일, 화) 참관비 포함
※ 우수기업 탐방 벤치마킹 포함
※ 심리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향수 테라피 만들기 Activity 포함
※ “제주감성여행 12월 5일(수) ~ 7일(금)” 추가 선택 시 연수비용 할인혜택
(기준금액 120만원 → 할인금액 90만원, VAT별도)

조기신청

기 간 : 10월

5일(금) 수강신청(홈페이지 등록기준)

혜 택 : 교육비 180만원 적용

수강신청

KMAC 직무교육센터 접속
(http://edu.kmac.co.kr)

교육명 검색 및
‘교육신청하기’ 클릭

교육신청 정보 입력
(회사 및 수강생정보 입력)

교육비 결제 안내
① 온라인입금 (계산서 발행)
•청구계산서 :
발행(KMAC) - 승인(수강기업) - 입금 (수강기업)
•영수계산서 :
입금 (수강기업) - 발행 (KMAC) - 승인 (수강기업)
※ 입금확인증은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 → ‘MY SERVICE →
입금확인증 신청’ 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결제
•강의 당일, 현장에서 법인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카드 결제 시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카드영수증으로 증빙)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제일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099-25-0004-870
082-022810-04-013
048-01-021111
305-05-015599
143-090644-13-003
012591-0219862
358-20-069807
361-01-069160
205-910001-33405
110-50414-240

예금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제40기
CS Master 양성과정
20년 역사의 대한민국 최고권위의
CS경영 전문가 과정

KMAC Learning & Development DIV 1
주

소:서
 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8층
KMAC L&D본부 공개교육팀

정황용 컨설턴트, 김강민 시니어, 윤재훈 팀장
교육문의 : 02-3786-0168 / 0652 / 0695
교육문의 메일 : withyjhoon@kmac.co.kr
신청 및 등록 문의 : 02-3786-0736

KMAC Business School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6(도화동), 3층
TEL : (02)3786-0625
FAX : (02)3273-0509
찾아오시는 길 : 5호선 마포역에서 하차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