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 Service Area

(6) Nudge CS

§ Nudge CS를 통하여 확장된 고객 경험가치 제공과 서비스 친밀감 제고를 통하여 차별화된 고객애호도 강화를 목표로 함.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욕구를 서비스에 반영시키고, 자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그리고 미래지향적 서비스 관점 확보가
기대됨.

프로젝트 목표 및 기대효과

프로젝트 목표

프로젝트 기대효과

“확장된 고객 경험가치의 제공과
서비스 친밀감(Service Affinity) 제고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애호도 강화”

旣 수립된
서비스
이행표준 고도화

旣 수립된
서비스
관리표준 고도화

旣 구축된
서비스
모니터링 정교화

ü 고객과 기업이 스스로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촉진(Encourage) 및 지원(Support)하는
선택설계(Choice Architecture) 구축을 통하여,
차별화된 고객애호도 형성과 경쟁우위 확보

실질적 고객욕구

고객

자원과 제약조건

System Design
for Nudge CS

유용성, 효용성

효율성, 효과성

ü 실질적인 고객욕구의 반영(from 의식 to 무의식)
ü 서비스 친밀감 제고
ü 경쟁적 차별성 확보
ü 자원의 보다 높은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
ü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관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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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udge CS

§ Nudge CS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정황과 맥락’ 속에 숨어 있는 고객의 욕구(문제점, 기회 등)를 파악함.
§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설계와 설계 이후의 실행방안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Framework

Desirable

Feasible

Visible

STEP 1

STEP 2

STEP 3

STEP 4

탐색(Discover) &
관찰(Observation)

정의(Define)

개발(Develop)

실행(Implementation)

§ 서비스 맥락에 포함시킬
문제점, 기회와 욕구확인 단계
§ Solution 제공 Scape의 정의

§ 확인된 문제점과 기회, 그리고
욕구에 대한 분석단계
§ 발견된 기회의 통합

§ 서비스 실행방안 수립 및
구축 단계
§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세부 서비스 이행요소 재정의

§ 서비스 이행 및 관리표준
고도화 단계
§ Feedback(모니터링 등) 체계
리뉴얼(정교화)

SVC Safari

Synthesized
Analysis

SVC Brief

Standardization

IDI

SVC Blueprint
Mapping

SVC Blueprint
Elaboration

Feedback
Elaboration

Brainstorming

Behavioral
Principle

VO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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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dge CS를 활용한 고객경험관리 고도화 프로젝트는 총 13주 일정으로 11개의 Tasks로 구성되어 있음.

Project Process

Desirable

Feasible

Visible

5 Weeks

2 Weeks

3 Weeks

3 Weeks

Phase Ⅰ.

Phase Ⅱ.

Phase Ⅲ.

Phase Ⅳ.

탐색(Discover) &
관찰(Observation)

정의(Define)

개발(Develop)

실행(Implementation)

Task 1.
SVC Safari
고객과 OO 은행 사이에서
서비스 경험 관찰

Task 2.

Task 4.
Synthesized
Analysis
확보된 1, 2차 Data의 종합적 분석
을 통한 시사점 도출

Task 5.
SVC Blueprint
Mapping

IDI
OO 은행 접점직원 IDI

Task 3.
VOC
Analysis
VOC 분석과 범주화를 통한
Critical MOT 규명

MOT Process의 도식화

Task 6.
Brainstorming
확인된 무의식 관련 단서들을
활용한 Affinity Diagram
작성과 Nudge CS 아이디어 도출

Task 7.
SVC Brief
맥락 속에서 확인된 서비스 저항,
문제, & 기회의 명확화

Task 8.
SVC Blueprint
Elaboration
SVC Brief를 통해 정의된 SVC
Clues와 아이디어의 반영

Task 9.

Task 10.
Standardization
Nudge CS System을 반영한
Manual Contents 개발 및 제작

Task 11.
Feedback
Elaboration
- 서비스 모니터링 Manual 수정
및 보완
- 평가모형 및 접점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Behavioral
Principle
Nudge CS를 고려한 접점직원
행동원칙과 관리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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