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마음을 읽는 정성조사기법
[2 Days 16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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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객의 Needs와 Wants를
정성조사 기법의
다양한 Tool를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현업에서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고객의 마음을 읽는

정성조사기법에
참여하십시오.

고객의 마음을 읽는 정성조사기법

교육프로그램 소개
 교육 소개

 교육 목표

본 과정은 자사고객의 Needs와 Wants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정성조사기법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이론과 진행프로세스를 토의, Workshop, Role play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 대표적인 정성조사 기법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 고객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지와 시나리오 작성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정성조사 기법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관련 전략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 고객의 Needs/Wants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CS책임자
• 내부/외부 고객들의 불만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CS담당자
• FGI(집단토론), 심층면접(In-depth)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하는
CS담당자

교육비

[비회원] 1인 50만원 / 1사 2인 이상 48만원
[회원] 일반 46만원
우선지원 기업

예상
환급액
일정

83,448원

대규모

1,000인 미만

70,058원

기업

1,000인 이상

52,206원

2015.09.23 ~ 2015.09.24

장소

KPC 한국생산성본부 6층

시간

2일 16시간 (09:00 ~ 18:00)

고객의 마음을 읽는 정성조사기법

교육프로그램 Flow-map

2015년 09월 23일(수)~24일(목)

DAY 1

DAY 2

09월 23일(수)
8시간

09월 24일(목)
8시간

09:00
~10:00
10:00
~11:00

실제 다양한 형태의 집단토론에서
Role play를 통한 학습

고객의 속 마음을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 제시

11:00
~12:00
12:00
~13:00
13:00
~14:00
14:00
~15:00
15:00
~16:00

16:00
~17:00
17:00
~18:00

중식

고객의 속 마음을 열기 위한
질문지/시나리오 작성
전달력을 높이는
보고서 작성법 강의 및 실습
효과적인 일대일 면접/토론 및
토의기법 익힘 및 Role play

개인 일대일 심층 면접 방법 코칭

팀별 모의 보고서 시연 및 포인트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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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부 내용
DAY 1

09월 23일(수)

[Theme 1.] 일대일 면접, 상담 시 고객의 마음열기
09:00
~
12:00

고객의 속 마음을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 제시
• 정성조사의 정의 및 최근 고객니즈 파악 방법 소개
• 다양한 토론 및 토의 기법의 사회 및 직장 내 활용 사례 제시

슬라이드 삽입

고객의 속 마음을 열기 위한 질문지/시나리오 작성
13:00
~
15:00

15:00
~
17:00

17:00
~
18:00

• 심층 면접/ 토론 전 사전준비 요소 소개
• 고객의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시나리오 작성법
• 심층면접/토론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법 제시

정성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봅니다.

효과적인 일대일 면접/토론 및 토의기법 익힘 및 Role play
• 고객의 속마음을 열기 위해 면접자가 갖춰야 할 자질
• 심층 개별 면접 실시

Role
Play 1

슬라이드 삽입

개인 일대일 심층 면접 방법 코칭
• 자가 진단
• 워드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코칭

정성조사 시, 주의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를 체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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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부 내용
DAY 2

09월 24일(목)

[Theme 2.] 다수의 고객을 통한 고객니즈 및
우위적 아이디어 도출
실제 다양한 형태의 집단토론에서 Role play를 통한 학습
09:00
~
12:00

• 실무와 연계된 집단토론 활용법 및 주제 정하기
• 진행자의 핵심 역량 및 관련 스킬 익히기
• 상황 별 Role play

Role
Play 2

전달력을 높이는 보고서 작성법 강의 및 실습
13:00
~
17:00

•
•
•
•

고객니즈/욕구를 파악하는 다양한
정성조사 기법을 학습합니다.

정성기법을 활용한 보고서나 pt자료 작성법
정성기법을 활용한 보고서 활용의 예 및 활용 시 장점
그룹별 간단 보고서 작성
Q&A 준비 및 리허설 하기

슬라이드 삽입

팀별 모의 보고서 시연 및 포인트 코칭
17:00
~
18:00

• 팀별 보고서 모의 시연하기
• 입장 바꿔 피드백 하기
• 강사의 포인트 레슨

슬라이드 삽입

Role
Play 3

고객니즈 파악을 위해서 활용되는
Idea Generation 스킬 및 Debate
방법 등을 습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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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Research H 실장
학력

노희선

미국 Purdue University CS&Retail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한국리서치 Market Researcher

주요경력

두산그룹 기획조정실 CS본부
Oricom Market Planner

이번 16시간의 강의를 통해 고객의 잠재적인
니즈나 욕구를 발견하는 방법을 찾거나

포스코 직원대상 고객 In-depth 방법

강의경력

현대백화점 CS팀 대상 내외고객 인터뷰 방법
두산동아 기획자 대상 소비자 니즈 파악 방법

불만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 해결을

고민하시는 여러분에게 정성조사의
기획 및 진행 스킬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요
연구분야

심층조사 기법의 마케팅 활용도
Credit card debt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통의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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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실습이 실제 익히고 공부하는 것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론도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FGD를 실시하고 리뷰 했던 것이 기억에

“강사님의 풍부한 실무 경험이 유익한

많이 남습니다. 또한,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강의로 인해 전반적으로 참여도가

현재 필드에 계신 분인 만큼 현실적인

높았습니다.”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갑니다.”

“실습의 기회가 충분했고 편안한 분위기
에서 배울 수 있어서 교육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만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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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안내
01

교육신청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

04

교육비 납부방법

계산서 발급, 온라인 입금, 법인카드로 현장결제(기업의 경우)

- 교육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개인회원 가입)
은행

- 교육담당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기업회원 가입)

계좌번호

- KPC 홈페이지(www.kpc.or.kr) 접속

국민은행

009-01-1132-191

- 카테고리, 또는 교육과정 검색을 통해 교육과정 선택 후 신청

기업은행

024-001364-01-011

- 고용보험 환급 대상자: 교육위탁계약서 다운로드, 작성,

신한은행

140-000-600004

직인날인, 팩스송부 (02-398-4369, 02-724-1876)
- 고용보험환급 비대상자 : 온라인 신청으로 교육신청이 완료됨

02

신청 확인 및 변경

KPC 홈페이지의 교육신청 조회에서 확인/수정/취소 가능
교육 일주일 전 전화로 교육과정 안내, 이틀 전 sms로 입과 안내

05

고용보험 환급 절차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 수료증, 계산서(영수), 기업통장사본 준비 후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고용보험환급액: 계산서 하단에 표기된 금액
(대규모: 대기업, 우선: 중소기업)
- 청구계산서(미입금 상태)는 환급 불가능하며, 입금확인 후

03

수료 기준

고용보험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중,
- 30시간 미만 과정은 소정훈련시간의 80%이상 출석,
- 30시간 이상 과정은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해야 함

‘영수’로 수정 발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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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안내
 지하철 이용 시
*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지하 현대적선아케이드를 관통하면
본부 지하 1층 연결
*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150미터 직진하면 좌측 2번째 건물

 기차 이용 시
서울역, 용산역에서 지하철 1호선(청량리/의정부행)
-> 종로3가역에서 3호선(구파발/대화행)->
경복궁역 6번 출구-> 지하의 현대아케이드 관통->

본부 지하 1층에 도착
(서울역에서 택시 이용 시 비용은 약 7,000원 정도)

 차량 이용 시
광화문 정면을 보고 유턴하면서 우측의 정부청사를

끼고 바로 우회전을 하여 작은 사거리를 지난 다음
건물을 끼고 우회전하여 두 번째 건물
 주소

(110-751)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대표전화

02-724-1114

(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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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경영 교육 Road Map

2015 KPC 고객가치지수센터

교육신청 및 문의
유선기
고객가치지수센터
교육팀/컨설턴트
110-751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T: 02-398-4386
F: 02-398-4369
E: skyoo@kpc.or.kr
www.kp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