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특징

본 과정은 고객과의 관계를 단순 기업매출의 대상에서 공동 가치 창출의 파트너십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CRM의 기본 개념 및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필요한 다양한 고객관리 기법들과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CRM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고객센터 등 

고객대면 채널들의 일관성 있고 최적화한 통합을 통해 매출증대와 일관된 고객 경험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옴니채널 전략 및 사례들을 소개한다. 또한 매일 한 시간씩의 비즈니스 클리닉을 통하여 

참여기업들의 CRM 및 옴니채널 구축/운영상의 제반 이슈와 애로사항들에 대해 참여강사들과의 

인터랙티브한 이슈진단 및 자문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

•CRM & 옴니채널 전략

•옴니채널 구축 및 고객관리전략

•고객관리 인프라 기획 및 운영

교육 추천
대상자

•고객관리 기획 및 전략 수립 담당 임원, 팀장

•CRM 프로세스, 시스템 운영 담당 팀장 및 실무진

•마케팅, 영업기획 및 전략수립 담당 임원, 팀장

•옴니채널 인프라 기획 및 운영 담당 팀장, 실무진

수강신청 및 
수료

•교육비: 147만원

 기업당 5명 이상 등록시 교육비의 10% 할인(4개 교육과정 구분없이)

 KAIST 경영대학 학위 및 비학위과정 동문 : 교육비의 20% 할인

•혜택: 일정 출석기준 충족 시 KAIST 총장 명의 이수증 수여

•인원: 선착순 40명

•접수: 홈페이지 http://www.business.kaist.ac.kr/executive

•문의: 02-958-3993

KAIST BUSINESS MASTERCLASS CRM과 옴니채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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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Theme 상세내용 강의교수

DAY 1 
6.17(수)

CRM & 
옴니채널 전략

1교시

09:00-10:20

CRM과 기업경쟁력 ・CRM 및 고객유형의 정의

・핵심고객의 선정기준

・동적인 CRM 프레임워크

・CRM 성공/실패 체크리스트

김영걸 교수

2교시

10:30-11:50

고객가치 관리 ・고객 가치 프로필 작성

・고객 가격 프로필 작성

・고객 가치맵 작성 및 응용

김영걸 교수

3교시

13:00-14:20

옴니채널 전략의 이해 ・옴니채널의 정의와 가치

・리테일 환경의 과거 현재 미래

・디지털 소비자의 이해

・옴니채널 환경 분석

윤여선 교수

4교시

14:30-15:50

옴니채널 전략의 실행 ・전통적 비전통적 채널의 장단점

・옴니채널 전략에 필요한 인프라와 

   데이터

・고객 분석과 마케팅 프로세스

・고객 확보 만족 경험 극대화 전략

윤여선 교수

5교시

16:00-17:00

비즈니스 클리닉 #1 ・참여기업 현황 소개 및 이슈 도출

・질의-응답 및 자문

김영걸 교수

운여선 교수

DAY 2 
6.18(목)

옴니채널 
구축 및 
고객관리전략

1교시

09:00-10:20

옴니채널 구축 방법론 ・스마트 쇼핑 환경과 플랫폼 구축

・고객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스마트 머천다이징과 SCM

・옴니채널 리테일 오퍼레이션

IBM 

김준홍 상무

2교시

10:30-11:50

옴니채널 구축 국내외사례 ・Macy’s, 벤스코리아 등 국내외 

   베스트 사례 연구 

IBM 

김준홍 상무

3교시

13:00-14:20

고객 충성도 및 자산가치의 

측정

・고객 충성도 vs 고객만족도

・고객충성도의 측정 및 벤치마킹

・고객 자산가치의 측정

김영걸 교수

4교시

14:30-15:50

고객 획득 및 유지 전략 ・고객 획득 전략 및 기법

・고객공유 전략 및 고객공유맵 작성

・고객 유지 전략 및 기법

・고객 커뮤니티 운영 전략

・불량 및 이탈 고객 관리

김영걸 교수

5교시

16:00-17:00

비즈니스 클리닉 #2 ・CRM 기술 트렌드 및 성공적 시스템

   구현을 위한 Checklist

・질의-응답 및 자문

김영걸교수

김지원이사

(인베니오)

DAY 3 
6.19(금)

고객관리 
인프라 기획 
및 운영

1교시

09:00-10:20

고객 확산, 강화 전략 ・핵심고객 창출 및 확산 전략

・크로스셀링 전략 및 기법

・업셀링 전략 및 기법

・프로슈머 고객의 양성

김영걸 교수

2교시

10:30-11:50

분석 CRM을 위한 인프라 및 

도구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이해

・OLAP의 이해

・데이터마이닝의 이해 및 실습

김영걸 교수

3교시

13:00-14:20

고객서비스 프로세스 모델링 및 

재설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이해

・이벤트-프로세스 체임 모델링

・EPC 적용 사례 연구

김영걸 교수

4교시

14:30-15:50

CRM: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 

연구

・LG 생활건강 화장품사업본부 CRM 

   및 옴니채널 전략 사례연구

문성기 

CRM부문장 

(LG생건)

5교시

16:00-17:00

비즈니스 클리닉 #3 ・CRM의 향후 트렌드 및 미래 이슈 

   점검 및 토론

김영배 교수

컨설턴트

교육 일정 2015. 6. 17(수)~6. 19(금), 3일, 9:00-17:00, 중식제공

KAIST BUSINESS MASTERCLASS CRM과 옴니채널 전략

※ 20명 미만 시 개설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