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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S 교육 운영방향

차별화된

한국코퍼레이션의

CS교육 시스템

교육 의뢰 시 전문 강사진이 운영하는 체계적인 교육 개발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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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서비스의 이해

CS 서비스의 전략과 이슈 파악

: 현장의 Needs 파악

고객 및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파악

: 고객의 Needs 파악

고객 유형별 서비스 전략 및 교육목표 설정

CS 서비스 컨텐츠 개발

CS 서비스 교육 및 실습

피드백 및 목표달성 확인

CS 서비스 마인드 셋업

교육과정 혁신

• Service Improvement Direction 설정

• Work Smart, Performance up 지향

• 변하는 내.외부 고객 및 서비스 패러다임 적용

• 현장의 Needs 반영

• 정성적 정략적 교육 평가 도입

CS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솔루션

서비스의 이해와 서비스 마인드를 Base로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패러다임과 현장의 Needs를 반영한 Solution 제공

2. CS 교육 개발 시스템

서비스
개선



▪ CS가치 인식 제고

▪ 업무에 대한 흥미 유발

목표: 서비스에 대한 기본 이해

▪ CS실천 역량 강화

▪ 현실적 문제 해결 및 고객 만족 실천

목표: 현장 노하우 학습

▪ 새로운 시각으로의 CS접근

▪ 업무 효율 상승 및 학습자 커리어 만족도 향상

목표: 서비스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구성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및 상향 평준화

실무 중심 프로그램

CS 
Basic

CS 
Expert

CS 
Level-Up

3. CS 교육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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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신규 상담사, CS기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자

▪ 교육 시간: 과정 별 1~2시간

교육사진

나를 사랑하는 법

▪ 자존감의 이해

▪ 자아정체성 찾기

▪ 긍정마인드 및 자기가치 부여

마인드 셋업

인정받는 사람들의 기본

▪ 매너의 중요성

▪ 직장 매너의 이해

▪ 상황 별 직장 매너

직장 매너

마음을 움직이는 힘

▪ 서비스의 이해

▪ 서비스 마인드의 중요성

▪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

서비스 마인드

CS Basic
CS ExpertCS Level-Up Happy CS

4-1. CS Basic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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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성취감 향상 프로그램(1.5H)

교육목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Module 학습내용 학습시간 학습방법

자존감의 이해 - 자존감 vs 자신감 0.5H 강의

자아정체성 찾기 - 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0.5H 실습, 강의

긍정마인드 및 자기가치 부여 - 부정감정을 긍정감정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 0.5H 시청각, 강의

대상자

마인드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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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Module 학습내용 학습시간 학습방법

서비스의 이해 - 서비스를 하는 것 vs 서비스를 받는 것 0.5H 강의

서비스 마인드의 중요성 - 서비스 마인드 이해 및 실천 방안 1H 실습, 강의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 - 서비스 마인드 바탕으로 진정한 고객서비스 실천 0.5H 시청각, 강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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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예절 습득을 바탕으로 한 행복한 업무 환경 조성 프로그램(1.5H)

교육목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Module 학습내용 학습시간 학습방법

매너의 중요성
- 매너와 에티켓의 차이
- 매너의 중요성 이해

0.5H 시청각, 강의

직장 매너의 이해 - 기본 직장 매너의 중요성 이해 0.5H 시청각, 강의

상황 별 직장 매너 - 인사/근무/호칭 매너 습득 0.5H 실습, 강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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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CS
CS Level-Up

CS Basic CS Expert

내 마음 속 엔진

▪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

▪ 동기부여의 이해

▪ 행복한 나에 대한 설계

동기부여

상처받지 않는 불만고객응대

▪ 컴플레인의 이해

▪ 불만고객에 대한 이해

▪ 불만고객응대 Skill

불만고객응대

목소리가 아닌 친절 Up

▪ 전화 한 통의 가치

▪ 전화응대의 기본

▪ 바람직한 전화응대 Skill

전화 친절도

4-2. CS Level-Up 과정

▪ 교육 대상: 1년 이상 상담사, 업무에 대한 코칭이 필요한 자

▪ 교육 시간: 과정 별 1~2시간

11



자발적인 태도 변화로 업무 몰입도 향상 프로그램(1.5H)

교육목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Module 학습내용 학습시간 학습방법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 - 현재 나의 마인드 상황 체크 0.5H 강의

동기부여의 이해 - 3가지 키워드로 풀어보는 동기부여 0.5H 실습, 강의

행복한 나에 대한 설계 - 나만의 동기부여 방법 0.5H 시청각, 강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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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전화응대 학습으로 고객 만족 실천 프로그램(2H)

교육목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Module 학습내용 학습시간 학습방법

전화 한 통의 가치 - 비대면 응대의 이해 0.5H 강의

전화응대의 기본 - Basic 전화 예절의 원칙 0.5H 시청각, 강의

바람직한 전화응대 Skill - 비대면 응대의 특징 이해 및 바람직한 전화응대 이해 1H 실습, 강의

▪ 고객감동의 중요성을 재인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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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고객의 원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처방안 습득 프로그램(2H)

교육목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Module 학습내용 학습시간 학습방법

컴플레인의 이해 - 클레임 vs 컴플레인 0.5H 강의

불만고객에 대한 이해 - 컴플레인 고객의 행동 이해 및 효과적 상호작용 방안 0.5H 시청각, 강의

불만고객 응대 스킬
- 컴플레인 고객의 주요 행동 경향 분석
- 컴플레인 고객 유형별 응대 전략 수립

1H 실습, 시청각, 강의

▪ 응대스킬 향상으로 고객 불만 최소화

대상자

불만고객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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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CS
CS Expert

CS Basic

소통 리드

▪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 타인과 공감적 경청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커뮤니케이션

Me가 아닌 We!!

▪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 “우리”가 될 때 시너지

▪ 벽 없는 조직 만들기

조직활성화

감정 청소

▪ 스트레스 이해

▪ 스트레스 측정검사 및 진단

▪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

스트레스 관리

4-3. CS Expert 과정

▪ 교육 대상: 1년 이상 상담사, 업무에 대한 코칭이 필요한 자

▪ 교육 시간: 과정 별 1~2시간

CS Level-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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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Module 학습내용 학습시간 학습방법

행동유형 분석을 통한 셀프 진단 - 행동유형 분석을 통한 셀프 진단 0.5H 강의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 유형 별 특성 및 서로에 대한 이해 0.5H 실습, 강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화법의 이해 1H 시청각, 실습, 강의

▪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으로 고객의 니즈 파악 및 대응 능력 향상

대상자

▪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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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Module 학습내용 학습시간 학습방법

스트레스의 이해 - 좋은 스트레스 vs 나쁜 스트레스 0.5H 강의

스트레스 측정검사 및 진단 - 현재 나의 스트레스 원인 확인 후 진단 0.5H 실습, 강의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
- 나만의 비상구 찾기
-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수립

0.5H 시청각, 실습, 강의

▪ 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현재 상태를 점검

▪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 향상

▪ 자기관리 방법을 익힘으로써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향상

대상자

▪ 스트레스 관리가

17



교육목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Module 학습내용 학습시간 학습방법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 서로에 대한 이해 0.5H 실습, 강의

팀웤의 중요성 - 조별활동을 통해 알아보는 팀웤 0.5H 실습

벽 없는 조직 만들기 - 다름의 인정 및 시너지 중요성 인지 1H 시청각, 실습, 강의

대상자

▪ 팀웍이 필요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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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한국코퍼레이션

▪ 성희롱 기준

▪ 성희롱 예방 노력

▪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방안

성희롱 예방교육

스토리가 있는 와인

▪ 흥미로운 와인 이야기

▪ 간단한 와인 라벨 보는 법

▪ 포도 품종으로 보는 와인

Wine ABC

Happy CSCS Basic CS Level-Up CS Expert
Happy CS

4-4. Happy CS 과정

▪ 교육 대상: 전체

▪ 교육 시간: 과정 별 1시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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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Module 학습내용 학습시간 학습방법

성희롱 기준 - 성희롱 성립 요건

15min

시청각, 강의

성희롱 예방 노력 - 말하기 전에, 쳐다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시청각, 강의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방안 - 신고 절차 및 회사 차원 대응 방법 강의

대상자

▪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한 전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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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Module 학습내용 학습시간 학습방법

흥미로운 와인 이야기 - 와인 속에 숨겨진 재미있는 에피소드 0.5H 강의

간단한 와인 라벨 보는 법 - 라벨만으로 알 수 있는 와인 0.5H 시청각, 강의

포도 품종으로 보는 와인 - 포도 품종에 따른 와인 맛의 특징 살펴 보기 0.5H 강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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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37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산트라팰리스 4층

• http://www.besthc.co.kr

• 교육문의 : edu@besth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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