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 Service Area

(7) 감성서비스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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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성과 (Financial Performance) 향상”

ü 감성 서비스 체계 수립
가치를 기준으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각 세분시장에서 중요한 Brand Contacts를 파악하며,
중요 Brand Contacts의 감성서비스 관리방안 도출

고객만족도,
고객애호도
향상

지속적인
경쟁우위 원천
개발

경쟁자와의
차별화된
서비스 수단 확보

ü 감성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통해 차별화 서비스의 확보,
지속적 경쟁우위 원천개발,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재무성과 향상을 목표로 함

ü 감성 서비스 내재화
감성서비스가 조직 내부에 체화될 수 있도록 함
ü 감성 서비스 평가시스템 개발
감성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평가모델과 지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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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서비스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프로젝트의 Framework과 각 단계별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음.

Framework
§ 시장 내 주요 경쟁사들의
경쟁전략은 무엇인가?

§ 고객의 서비스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시장환경 및 소비자 진단

경쟁사대비
서비스
경쟁력 진단

경쟁력 진단

전략과제
도출

감성서비스
체계 구축

감성서비스
사내 확산

감성서비스
평가 및 관리

감성서비스 체계수립

감성서비스 내재화

감성서비스 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발

§ 주요 경쟁사들의 핵심서비스

§ 우리에게 감성서비스란

§ 감성적 마인드를 어떻게 공유

§ 감성서비스 실행 결과를

경쟁력은 무엇인가?
§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은 어떠한가?
§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 고객가치를 기준으로 시장을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으며,
세분시장 별 중요 Brand
Contact은 무엇인가?
§ 중요 Brand Contact의 현재
및 이상적인 감성서비스 수준
은 어떠하며 어떠한 조지가
필요한가?

및 전파하게 할 것인가?
§ 감성서비스를 어떻게 실천하
게 할 것인가?
§ 감성서비스의 내재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실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모델과 변수는 무엇인가?
§ 감성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감성서비스 실행수준을
어떻게 지수화하여 관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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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서비스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프로젝트는 총 24주(6개월)가 소요되며, 총 4 Phases 및 세부 16개 Tasks가 수행됨.

Project Process

Phase 1(2주)

Phase 2(10주)

Phase 3(6주)

Phase 4(6주)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rategic Audit

전략적 이슈 도출

감성서비스 체계수립

감성서비스 내재화

감성서비스
평가시스템 개발

Task 1

Task 5

Task 10

시장 진단

감성의 개념화

세분시장별 중요 Brand
Contact의 현재
감성서비스 수준 확인

Task 15

Task 2

Task 4

Task 6

Task 11

Task 12

기업 진단

전략적 이슈 도출

감성서비스의 개념화

세분시장별 중요 Brand
Contact의 이상적
감성서비스 수준 결정

세분시장 별 중요
Brand Contact 전략적
관리방안 도출

Task 3

Task 7

환경 진단

프로세스 맵핑

Task 9

감성서비스 Manual/
코칭Manual 개발

Task 8

세분시장 별 중요
Brand Contact 확인

Task 14

고객 세분화

Task 13

감성서비스 평가
모델 및 지수 개발

Task 16
감성서비스 평가
운영 Manual 개발

감성서비스
프로모션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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