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유통 전략채널 인프라 강화

2016년 중점추진 계획

핵심역량 기반
성장사업 강화

수익성 중심의 통신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계획은 모바일 직영매장 확대와 기업영업 강화, 세일즈 특공대를 활용한 MOT 소규모 매장
활성화, 대형 유통 홈상품 가동 매장 확대 등이다.

2016년 경영 방향

KS-CQI 유무선 동시 1위, 컨택부문의 국가품질분임조 대통령상 금상, CS와 Sales를 통합한 올레플라자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컨택사업 민간분야 집중 및 운영인력 Maximize

2016년은 지난해 일궈낸 사업효율화와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한 부문별 주

민간분야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운영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계획은 신규 영업정보 자산화와

요 전략을 살펴보자.

핵심타깃 선정, kt 컨소시엄 확대 및 SI업체 협업 등 전방위 영업체계 구축이다.

컨설팅사업, No.1 CS/Sales Training Center로 전환

kt cs Heartner vol. 63

2015년은 고객중심의 경영과 완전 차별화 노력으로 각 부문 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 콘텐츠 기반 사업화와 강사/서비스 매니저 위탁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계획은 감정
근로자 케어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그룹사 접점 필수교육과정 개발, 유통/서비스 분야
중심의 위탁시장 발굴 등이다.

고객센터 체질개선

본원적 사업의
완전 차별화

'대내외 CS품질 1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고객관점의 서비스품질 혁신과 운영 효율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계획은 VOC 근본적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 현장 중심의 혁신활동 지속,
후후 ‘Open Platform’ 구현, 신규 유통 인프라 구축

인입호 기반 센터 운영 정형화 등이다.

114서비스 플랫폼 강화
114 DB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문의호 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주요 계획은 생활정보/
무선번호 안내 등 114 DB 확대,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신규상품 출시, 콕콕114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신규사업
성장기반 구축

후후는 ‘Open Platform’으로 새롭게 포지셔닝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발신자식별서비스 1위를 확고히 유지할 계획이다. 코스메틱 사업은 해외 대형 밴더
발굴 및 총판 계약으로 국내외 유통점을 확대 오픈하고, 온라인 유통사업은 땡스딜과 액세서리샵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016년 전략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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