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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장 대상과정 
1) TM 법령의 이해  

교수소개 이강신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팀장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대해서 살펴본다. 

학습목표 
TM법령을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2차시 개인정보 침해현황 및 사례  

3차시 개인정보보호제도 동향  

4차시 개인정보보호법률 내용1 

5차시 개인정보보호법률 내용2  

6차시 개인정보보호법률 내용3 

7차시 개인정보보호법률 내용4 

8차시 개인정보보호법률-FAQ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05/01/index.html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05/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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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M 법령의 사례연구 

교수소개 최경진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팀장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TM법령에 대하여 실사례와 연계하여 어떠한 법령이 문제되는지, 또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학습목표 TM법령이 실사례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모습을 학습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개인정보침해사례 Q&A - 1 

2차시 개인정보침해사례 Q&A - 2 

3차시 개인정보침해사례 Q&A - 3 

4차시 개인정보침해사례 Q&A - 4 

5차시 개인정보침해사례 Q&A - 5  

6차시 개인정보침해사례 Q&A - 6 

7차시 개인정보침해사례 Q&A - 7 

8차시 개인정보침해사례 Q&A - 8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12/01/index.html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12/01/index.html


3 

 

 

2. 슈퍼바이저(3~6년차) 대상과정 
가. 운영 

1) 코칭과 보고를 위한 피드백 및 보고서 작성 

교수소개 이연주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운영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상담사에게 상황 적절하며서도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과 보다 현장감있는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 살펴본다. 

학습목표 
상황과 목적에 맞는 서면피드백을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보고 형식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컨택센터 문서 작성의 중요성 

2차시 다양한 피드백 문서 및 활용방법 

3차시 서면 피드백 작성 프로세스 

4차시 상황별 맞춤 피드백으로 스타일 입히기 

5차시 효율적인 피드백 전달 방법 

6차시 감각적인 피드백으로 감동시키기 

7차시 기획과 계획을 담은 보고서로 제대로 PR하기 

8차시 인과관계로 알아본 One + One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24/01/index.html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24/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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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사 

1) 컨택 컨설턴트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강의법 

교수소개 정미경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강사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효과적인 교안작성법을 배우고, 다양한 교수기법을 접목하여 강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본 

역량을 배워본다. 

학습목표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안작성법을 익힌다. 

다양한 교수기법과 더불어, 명강사가 되기 위한 성공비결을 알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강의식과 토의식 교수기법 

2차시 사례연구 및 역할연기식 교수기법 

3차시 효과적인 OJT방법 

4차시 나만의 교안 작성법 

5차시 쉽게 배우는 파워포인트 

6차시 주위를 집중시키는 SPOT기법 

7차시 프로가 되는 강의실습 

8차시 명강사가 되기 위한 성공비결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14/01/index.html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14/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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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택센터에 꼭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수소개 정미경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강사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강사의 역할과 핵심역량을 알고 성인학습의 기본원리에 맞는 성과지향적인 학습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학습목표 

Facilitator로서의 역할이해 및 핵심역량을 인식할 수 있다. 

성인학습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성과지향적 학습프로그램개발 모델에 맞추어 학습내용 및 

매체개발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기업교육의 변화와 성인학습 

2차시 Facilitator의 역할과 성과 

3차시 멋진 교육 기획 및 과정준비 

4차시 교육체제 개발 모형 

5차시 요구분석과 교육필요점 

6차시 학습목표 설정 및 학습내용개발 

7차시 최적의 학습방법 및 매체선정 

8차시 기업교육 평가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15/01/index.html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15/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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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QAA 

1) QAD를 향한 열망의 액션러닝 

교수소개 이연주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QAA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QAD로서 QPI를 보다 고객과 맞춤화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총체적 

통화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학습목표 

단계별 통화품질을 기획할 수 있다. 

CSI와 경쟁사 조사를 QPI에 적용할 수 있다. 

자사 통화품질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기획 천재의 직무를 통해 알아본 통화품질 전략과 기획 

2차시 Basic 단계의 통화품질 운영 전략 

3차시 Level-Up 단계의 통화품질 운영 전략 

4차시 High Class 단계의 통화품질 운영 전략 

5차시 CSI 결과를 현업에 적용하는 5가지 Tip 

6차시 경쟁사 분석으로 완벽한 평가 전략 세우기 

7차시 전사적인 Gap 관리 요령 

8차시 Gap 사례에 따른 합리적인 처방전 이해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17/01/index.html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17/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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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A 입문자를 위한 Good Start 

교수소개 이연주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QAA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QAA로서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은 물폰이고, QA 직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습득하고 

활용하여 본다. 

학습목표 

QA 직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평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컨텍센터 통화품질관리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2차시 QAA의 필수 영양소, 기초 지식 습득하기 

3차시 QAA의 비타민, 핵심 역량 배양하기 

4차시 QPI가 생성되는 원리 

5차시 합리적인 QPI지표 디자인하기 

6차시 비중도 선정과 검증으로 완성하기 

7차시 현명한 평가를 위한 7가지 노하우 및 샘플링 

8차시 감정과 개선점 효과적으로 발견해 내기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18/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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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입리더가 알아야 할 스크립트 작성 

교수소개 공수정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QAA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스크립트 작성법을 통해 컨택센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성공적 내비게이션임을 인식한다. 

학습목표 

스크립트 작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고객과의 감성 상담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잇다. 

다양한 스크립트의 작성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스크립트를 알고 필요성 생각하기  

2차시 스크립트의 종류 익히기  

3차시 스크립트 작성 순서와 유형  

4차시 스크립트 레이아웃과 구성 엿보기  

5차시 스크립트 작성을 위한 길잡이  

6차시 도입 단계의 스크립트 작성하기  

7차시 본론 단계의 스크립트 작성하기  

8차시 종결 단계의 스크립트 작성하기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20/01/index.html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20/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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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더들이 꼭 알아야 할 스크립트 활용 

교수소개 송미애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QAA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작성된 스크립트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실전에 적용하여 고객만족응대로 

접근할 수 있는 활용능력을 배워본다. 

학습목표 

작성된 스크립트를 수정, 보완, 검증할 수 있다. 

스크립트 유형별로 필수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다. 

스크립트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스크립트 활용의 필요성 및 검증 방법  

2차시 Check point를 찾아서 수정하기  

3차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내가 만드는 매뉴얼 

4차시 맛깔나게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5차시 효과를 내기 위한 단계별 스킬 익히기  

6차시 2%를 채우기 위한 군말 다듬기  

7차시 Self Monitoring을 통한 활용  

8차시 Role-Playing을 통한 활용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21/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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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택센터 품질관리를 위한 통계활용 

교수소개 남지혜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QAA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QAA로서 현장에서의 핵심 선수능력과 사전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적 통계활용 테크닉을 

배워본다. 

학습목표 

통계방법의 범위를 알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정확한 데이터 추출방법을 알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혀 실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통계의 활용 및 기본개념 이해 

2차시 조사설계과정 및 설문지 설계 

3차시 자료 수집 (데이터 추출) 

4차시 기초분석 (1) 

5차시 기초분석 (2) 

6차시 심화분석 

7차시 그래프 활용하기 

8차시 One proposal 보고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23/01/index.html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23/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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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사(1~3년차) 대상과정 
가. 인바운드(서비스) 

1) 감성으로 다가가는 컴플레인 처리 핵심 과정 

교수소개 정명희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인바운드(서비스) 

학습구성 16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고객의 강성이해를 바탕으로 불만응대의 상황별, 유형별 효과적인 맞춤응대 기법을 익혀 

이에 대응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워본다. 

학습목표 
효과적인 불만응대기법을 익힐 수 있다. 

불만 발생시 나의 감정상태를 이해하고, Stress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배울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프로에게 날개 달기 

2차시 상담사의 업무적 Dilemma 이해하기 

3차시 불만 고객의 심리 이해하기 

4차시 내 마음 어루만지기 

5차시 현장에서 배워보는 클레임 해결하기 

6차시 컴플레인 원인 별 해결하기 

7차시 말로만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8차시 고객 마음 안의 긍정적 신호 읽기 

9차시 불만 응대 시 효과적 질문 기법 

10차시 8단계 고객 불만 응대 Process 

11차시 불만에 대응하는 상담사의 패턴 

12차시 이제 고객이 보인다. 

13차시 유형 별 설득 전략과 해법 

14차시 분노 치료와 Healing-

Communication 

15차시 감성을 활용한 긍정의 Self-

Communication 

16차시 Stress 조절과 슈퍼 처방전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26/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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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콜을 활용한 상담스킬 

교수소개 송현수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인바운드(서비스) 

학습구성 16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웹콜을 활용하여 웹콜상담의 기초와 원리를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상담스킬을 학습하고 활용해 본다. 

학습목표 

웹콜상담의 기초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메일, SMS, 웹콜의 기술과 기법을 다양한 실사례를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역량을 습득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컨택센터의 진화과정과 웹콜상담 

등장 

2차시 웹콜센터 따라잡기 

3차시 웹콜 커뮤니케이션 테크닉 

4차시 웹콜 상담 절차별 텔레 테크닉  

5차시 고객유형별 웹콜 대응하기 

6차시 웹콜 비즈니스 골든 문장술 

7차시 고객상황별 웹콜 응대 테크닉(1)  

8차시 고객상황별 웹콜 응대 테크닉(2)  

9차시 효과적인 이메일 작성과 활용 테크닉 

10차시 효과적인 SMS 작성과 활용  

11차시 스크립트 활용하기 

12차시 고객감동을 유발하는 SMS 사례 

따라잡기  

13차시 인바운드 웹콜 상담대응 실습  

14차시 웹콜 상담스킬 업그레이드 하기 

15차시 웹콜 상담 교정과 업그레이드  

16차시 웹콜 우수 컨택센터와 우수 사례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27/01/index.html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27/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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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웃바운드(세일즈, 컬렉션) 

1) CRM을 위한 아웃바운드 TM 스킬 

교수소개 정명희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아웃바운드(세일즈, 컬렉션) 

학습구성 16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아웃바운드 TM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단계별 스킬을 알고, 설득적 스크립트 작성과 

활용의 스킬을 배워본다. 

학습목표 

아웃바운드 TM에 대한 특성 및 중요성을 이해한다. 

아웃바운드 상담 단계별 핵심 요소와 스킬을 익힐 수 있다. 

설득적 스크립트 작성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CRM Specialist를 꿈꾸며 

2차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성과 

올바른 이해 

3차시 Outbound 상담의 단계별 KSF 

4차시 전문가를 꿈꾸는 내 음성 10% 

Upgrade 하기 

5차시 품위 있는 언어 향수 만들기 

6차시 고객과 Matching하는 경청의 기술 

7차시 고객의 거절을 즐겨라 

8차시 부드러운 Approach의 기술  

9차시 답을 주는 질문, Secret Rules 

10차시 가치 설득을 위한 FABE 기법의 이해 

11차시 고객이 주는 반론 Signal의 의미 알기 

12차시 효과적인 반론 화법의 기술 

13차시 Buying Sign & Closing Technique 

14차시 Outbound 상황별 Script의 이해와 

적용 

15차시 설득적 Script의 작성하기 

16 차시 Sales Pro 는 5 가지가 다르다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28/01/index.html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28/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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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통 

1) 서비스 to 세일즈, 크로스셀링 스킬!! 

교수소개 지윤정, 임무경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공통 

학습구성 16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컨택센터에서 크로스셀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고객과 회사가 서로 WIN-WIN하는 기술을 

배워본다. 

학습목표 

컨택센터에서 크로스셀링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크로스셀링을 위한 마케팅 개념을 이해하고 그 스킬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실천을 위한 

사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컨택센터 역할 변화 

2차시 마케팅 방법의 변화 

3차시 고객의 변화 

4차시 상담원의 이점 

5차시 마케팅 알기 

6차시 크로스셀링의 종류 

7차시 커뮤니케이션 스킬 

8차시 스크립트 개발하기  

9차시 인바운드 초기 대응 

10차시 크로스셀링 스킬 

11차시 해지반려 상담 스킬 

12차시 아웃바운드 상담 스킬 

13차시 셀프모니터링 

14차시 목표관리 

15차시 세일즈 맨십 

16 차시 커리어 플래닝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29/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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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사를 위한 셀프 모니터링 

교수소개 류근혜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공통 

학습구성 16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거울과 같은 도구로 활용되는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고, 스스로 셀프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배워본다. 

학습목표 
상담사의 상담품질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셀프모니터링의 효과적인 방법을 익혀 본인의 성장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서비스 품질의 발전 단계와 성공 

요소 

2차시 콜센터 서비스 품질의 바람직한 모습 

알기 

3차시 모니터링의 정의와 유형 

4차시 셀프 모니터링의 장점 및 보완점 

5차시 셀프모니터링의 성공을 위한 

핵심&지원 요소 

6차시 모니터링평가표 구성요소 

7차시 모니터링평가표 세부평가기준 

8차시 모니터링평가기준 만들어보기  

9차시 실습포인트1:적극적이고 정중한 표현 

10차시 실습포인트2:친밀한 관계 형성 표현 

11차시 실습포인트3:고객 니즈 파악 

12차시 실습포인트4:맞춤 이점 제안 

13차시 실습포인트5:문제해결 및 대안제시 

14차시 개선을 위한 스크립트 작성 실습 

15차시 셀프모니터링 진단 기법 

16 차시 나를 위한 Action Plan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30/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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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M을 위한 감성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수소개 이은정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공통 

학습구성 16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고객의 욕구를 ‘감성’이라는 심리적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서비스 상황에서 

감성능력을 확대하는 사전지식을 습득해 본다. 

학습목표 
컨택센터에서 감성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상황별 사전지식을 파악할 수 있고, 

일상에서의 감성훈련법 또한 습득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시대의 변화 

2차시 고객의 변화 

3차시 컨택센터의 변화 

4차시 서비스의 변화 

5차시 감성의 개념 이해 

6차시 감성요소의 이해와 개인진단 

7차시 감성커뮤니케이션의 이해 

8차시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9차시 인바운드에서 감성 발휘하기 

10차시 아웃바운드에서 감성 발휘하기 

11차시 컴플레인에서 감성 발휘하기 

12차시 교차판매에서 감성발휘하기 

13차시 감성능력 향상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14차시 감성능력 향상을 위한 감정이입 

15차시 감성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하기 

16 차시 감성능력 향상을 위한 표현하기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31/01/index.html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31/01/index.html


17 

 

 

4) 초일류 기업에서 배우는 텔레마케팅 서비스 사례연구 

교수소개 정미경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공통 

학습구성 16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초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외국기업들의 서비스 노하우를 이해하고, 그 실천방법을 

습득해 본다. 

학습목표 
초일류 서비스 기업의 고객감동사례를 통해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고객감동요소를 고객 상담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고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OK 

2차시 작전1 나 프로 상담사의 환상서비스 

실천전략 

3차시 웃음에 관한 특별보고서 

4차시 작전2 나프로 상담사의 웃음주는 

서비스실천전략 

5차시 우리는 고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6차시 작전3 프로상담사의 현명한 서비스 

실천전략 

7차시 물건을 주차장에서 잃어버린 손님 

8차시 작전4 나프로 상담사의 도움주는 

서비스 실천전략  

9차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10차시 작전5 프로 상담사의 신비주의 서비스 

실천 전략 

11차시 첫 눈이 내리던 날  

12차시 작전6 프로상담사의 감동주는 서비스 

실천전략 

13차시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4차시 작전7 프로상담사의 마음을 담은 서비스 

실천전략 

15차시 바로 그들만을 위한 선택 

16 차시 작전 8 나 프로 상담사의 고객 맞춤 

서비스 실천전략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32/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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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을 매혹시키는 CRM과 CEM 

교수소개 송현수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공통 

학습구성 16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컨택센터에 필요한 핵심기법인 CRM과 CEM을 활용하여 상담관리 업무, 고객만족개선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본다. 

학습목표 
CRM과 CEM의 핵심개요와 원리를 이해하고, 그 전략과 활용방법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 

성공사례를 활용하여 실제 우리 회사에 적절히 접목시킬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마케팅 트렌드의 변화요인 알기 

2차시 CRM과 CEM의 등장과 위력 찾기 

3차시 상담사가 알아야 할 고객유형관리 

4차시 상담사가 알아야 할 CRM과 

CEM기법 

5차시 다양한 고객행동 분석원리와 절차 

이해 

6차시 고객의 변화 따라잡기 

7차시 고객행동 로그분석과 해석 

8차시 고객경험 특성분석과 차별화 관리  

9차시 CRM을 활용한 고객맞춤 상담스킬 

10차시 CEM을 활용한 골든 상담기법 

11차시 큐(Cue)창출 기법을 활용한 상담기법 

12차시 불만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CRM화법 

13차시 평생고객으로 만드는 비법 

14차시 갭 테라피(Gap Therapy)기법을 활용한 

고객관리 노하우 

15차시 해피콜을 활용한 텔레테크닉 쌓기 

16 차시 고객을 매혹시키는 상담기법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33/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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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과정(구직자, 1년차) 대상과정 
가. Up Grade 

1) 텔레마케터의 직업윤리 

교수소개 이현정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Up Grade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컨택센터 직업세계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직장에서 실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학습목표 
직장생활과 성공윤리 등을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업윤리 의식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직업윤리란 무엇인가 

2차시 직장생활과 성공 윤리 만들기 

3차시 개인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권 문제 이해하기 

4차시 비대면 공간에서의 윤리적 표현 

5차시 콜센터 조직문화 

6차시 콜센터 업무특성 

7차시 여성과 윤리 

8차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34/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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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립트 제대로 활용하기 

교수소개 최은영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Up Grade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효과적인 스크립트 작성방법과 활용방법을 익혀 상담사 스스로 자신의 역량개발을 위해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본다. 

학습목표 

스크립트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스크립트 작성방법 및 활용요령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작성한 스크립트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스크립트의 이해 

2차시 스크립트의 종류와 유형 

3차시 스크립트가 갖춰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 

4차시 아웃바운드 스크립트 작성법 

5차시 유형별 스크립트 작성법 

6차시 반론극복 스크립트 

7차시 스크립트 리뷰 

8차시 스크립트 품질 관리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35/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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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텔레커뮤니케이션1. 좋은 목소리 만드는 요령 

교수소개 황진영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Up Grade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성공요소를 다양하게 접근해 보고, 고객과의 상담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담스킬을 익혀본다. 

학습목표 

텔레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다.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다양한 스킬과 화법을 학습할 수 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상황별 사례에 맞는 목소리를 연출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목소리 기본다지기 

2차시 자세교정과 주변환경 

3차시 밝고 자신있는 나만의 목소리 만들기 

4차시 호감도 높이는 목소리 트레이닝  

5차시 정확한 발음으로 아나운서 따라하기 

6차시 목관리 노하우의 모든 것 

7차시 고객과 호흡하기 

8차시 고객 감동을 전하는 울림있는 목소리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36/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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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텔레커뮤니케이션2. 고객을 사로 잡는 언어 표현 

교수소개 황진영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Up Grade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객을 사로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언어표현을 위한 

다양한 스킬을 배워본다. 

학습목표 

전화응대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호감가는 언어표현을 위한 다양한 스킬과 화법을 습득할 수 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사례를 상황별로 학습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2차시 고객의 귀를 여는 오프닝 & 클로징 

3차시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4차시 기분좋게 만드는 긍정의 커뮤니케이션 

5차시 정중한 커뮤니케이션 

6차시 세련된 커뮤니케이션 

7차시 설득력있는 커뮤니케이션 

8차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선행조건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37/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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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텔레커뮤니케이션3. 온 몸으로 듣는 경청 

교수소개 황진영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Up Grade 

학습구성 8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불통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공감적으로 듣고 관찰하는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배워본다. 

학습목표 

서비스 접점형태에 따른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 대응을 위한 경청기법을 

습득할 수 있다. 

경청의 수준진단을 통해 진정한 의사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통하는 의사소통 

2차시 경청을 통한 동기부여 

3차시 똑똑하게 듣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4차시 공감적 경청 

5차시 공감적 경청의 활용 

6차시 고객 유형별에 따른 경청방법 

7차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8차시 경청의 힘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38/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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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asic 

1) 성공하는 상담사의 7가지 역량개발 

교수소개 정진경 

 
< 맛보기 > 

학습방법 온라인 인터넷 학습(WBT) 

직무구분 Up Grade 

학습구성 16차시, 1개월(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과정개요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상담사로서 필요한 7가지 기본역량을 배우고 익혀 상담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학습목표 
컨택센터와 상담사의 역할을 이해하여 상담사로서 비전을 가질 수 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기본 스킬을 익힐 수 있다. 

강의목차 

1차시 21C를 리드하는 콜센터 산업 

2차시 콜센터의 역할과 성과 

3차시 상담사의 비젼과 역할 

4차시 고객 마음을 이해하라 

5차시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 12가지 

6차시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장애요인 

7차시 텔레커뮤니케이션 기본 에티켓 

8차시 기분좋은 음성을 위한 호흡발성법  

9차시 기분 좋은 음성 연출법 

10차시 바람직한 비즈니스 언어표현 

11차시 상황별 비즈니스 언어표현 

12차시 경청의 중요성 및 방해요소 

13차시 경청의 5 step 

14차시 함께하는 직장 예절 마인드 

15차시 웃음짓는 상담사의 10가지 에티켓 

16 차시 콜센터 내 즐거운 커뮤니케이션 

  

  

 

http://www.eduowl.net/resources/sample/2016002/100040/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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