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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호 : W2017-0929호
수

신 : 예비 취/창업자 및 구직자 등

발

신 : ㈜윌토피아

참

조 :

제

목 : 2017 신직업 과정 [옴니채널 마케터 양성과정] 2기 모집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윌토피아 에서는 인공지능기술 시대에 맞게 옴니채널을 활용, 고객에게 컨시어지 서비스
를 제공하여, 고객 로열티 및 매출을 극대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고객접점 전문가인
<옴니채널 마케터> 2기 양성 프로그램을 서울산업진흥원과 공동주최로 개설합니다. 관심 있는
예비 취/창업 예정자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아

래

-

□ 모집기간
- 서류접수 : ~ 2017년 10월 19일 (목) 오후 5시 까지
- 선발 및 발표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모집대상 : 마케팅, 고객응대, 영업, 고객접점 컨설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 예비창업자 등
□ 교육기간
- [교육] 2017년 10월 24~25일(화,수), (2일, 16시간 / 09:00-18:00)
- [취/창업 코칭] 추후 안내 (9시간)
□ 교육장소 :

합정동 (사)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교육장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3-1 (2층) (2,6호선 합정역 7번출구 근처)
□ 교육 내용
옴니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채널 종류와 특성, 사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채널간의 연결과 통합 스킬을 배울 수 있으며, 고객 세분화 전략을 통해 고객행동
을 이해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습득한다
- 옴니채널 종류와 특성, 사용목적 등 이해
- 고객 요구 특성 및 고객 기대사항 니즈 도출 등
- 채널별 활용 방안 및 채널 간 연계 전략 수립

□ 진출분야
- 헬스케어, 메디칼, 온라인뱅킹, 금융보험, 소셜 커머스, 유통분야의 고객에 대한 최초접촉에서
부터 최종 종료 (거래 및 서비스) 까지를 전담하여 책임지는 총괄업무를 담당
□ 교육비
- 총 30,000원

(계좌번호 : 합격자에 한해 안내, 중식비 미포함)

◎ 수료생 특전
- 서울산업진흥원(SBA) 명의 수료증 발급
- 개인별 취/창업 코칭 및 과정 수료 후 취업 연계 기회 제공
- 민간 자격증 [옴니채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2급] 취득 가능 (소정의 검정시험 및 과제제출)
※ 중식비, 자격시험 검정비(5만원)는 별도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지원 신청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문의 및 신청
㈜윌토피아 02-3477-6217 ( jhj0617@will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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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세부 커리큘럼
시간

교과목명

내용

강사

▷ 옴니채널 디지털라이제이션 방향
09:00~
12:00
[3H]

옴니채널
전망과 준비

▷ 인공지능/챗봇 도입후의 고객접점의 전망과 변화
▷ 디지털라이제이션 환경에서 컨택센터의 역할
▷ 옴니채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비전과 준비

㈜이노라임
강태덕
대표

▷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트리트 스마트
▷ 챗봇시스템의 이해 & 챗봇 데이터 튜닝 실습
10월

13:00~

24일

15:00

(화)

[2H]

옴니채널
기술 연구

▷ 옴니채널 통합 플랫폼 시연
▷ 옴니채널 구축 사례 – 온라인 뱅킹 등 해외국내사례
▷ 멀티 채널 전개 전략 구현 실습
▷ 옴니채널 KPI & ROI 측정

㈜알써포트
이주명
팀장

▷ 옴니 채널 커뮤니케이션 종류와 특성
15:00~
18:00
[3H]

옴니채널시대
고객여정지도

▷ 옴니채널 고객 경험 관리 –고객여정지도

㈜윌토피아

▷ 고객여정 지도별 컨택센터의 역할과 개입

지윤정

▷ 옴니채널 고객경로 시나리오

대표

▷ 옴니채널 시대 구성원의 핵심역량
▷ 옴니채널 시대 비대면 상담의 목적과 종류
09:00~

옴니채널

12:00

전화상담

[3H]

혁신 전략

▷ 옴니채널 전략에 맞는 전화서비스 像 설계
▷ 고객경험적 관점의 스크립트 리뉴얼 방안
▷ 고객경험적 관점의 상담품질 평가 리뉴얼 방안
▷ 비대면 응대 사례 연구

㈜윌토피아
김민주
컨설턴트

- 불만응대, 주문접수, 해피콜, 확인콜, 관계관리 등
10월
25일
(수)

▷ 컨택센터가 활용할 챗봇기술과 상담 시스템 변화
13:00~

옴니채널

▷ 머신러닝을 위한 상담사&관리자의 역할

㈜스펙트라

15:00

챗봇기술

▷ 일반 상담 컨텐츠 vs 시나리오 컨덴츠

박경규

[2H]

활용 전략

▷ 옴니채널 자동상담을 위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활용법

본부장

▷ 옴니채널 상담의 KPI
▷ 업종별 옴니채널 마케팅 사례연구
15:00~

옴니채널 시대

18:00

컨택센터의

[3H]

새로운 준비

▷ 옴니채널 시대의 콜센터/매장/대면영업의 역할 변화
▷ 옴니채널 컨택센터 구성원의 역할변화
-

상담사/ 슈퍼바이저 / QA / 강사 / 통계기술 / 센터장

▷ 옴니채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자격 소개 및 검정 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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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토피아
지윤정
대표

◈ 강사 프로필
강태덕 대표
㈜이노라임 대표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토스트씨 전략담당 부사장
스트리트 스마트학회 학회장
前) 티시스 대표/태광그룹CLO
前) LG-CNS IT개발 및 컨설턴트

지윤정 대표
㈜윌토피아 대표이사
한국여성벤쳐협회 부회장
前) 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 감사
前) 경기도여성가족연구소 자문위원
前) 한국생산성본부 과정개발 자문위원

이주명 팀장
RSUPPORT CO., LTD : B2B마케팅 총괄
前) 자생한방병원 : 브랜드마케팅 담당
前) JAKOM Investment 한국지사 : 전략기획
前) 한국수출입은행 : 정보시스템부 SI 담당

김민주 컨설턴트
㈜윌토피아 컨설턴트
前) SK텔레콤 고객센터 CS강사
前) 중앙일보 고객센터 교육팀 팀장
前) 아이레보 컨택센터 총괄매니저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컨택센터 상담팀장
前) 도미노피자 사내강사 & 교육팀 총괄
前) 메타넷엠씨씨 마케팅본부 차장

박경규 본부장
㈜스펙트라 영업본부 본부장
前) ㈜스펙트라 금융/유통/통신 부문
eCRM 컨설턴트
前) ㈜남영비비안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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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소 오시는 길
[합정동 (사)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강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