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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즈는

고객서비스가 하나의 무형으로 독립된 비전 있는 상품임을 인식하여

수동적이었던 A/S센터와는 다르게 찾아가는 고객서비스를 추구합니다.

기술력과 친절서비스를 바탕으로 B2C와 더불어 건설 시공 현장인 B2B 또한

최적화된 회사를 만들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선사하는 으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 대표이사 천홍준

| 주요서비스 전열교환기 공사 시공

가전제품 및 부품 A/S, IOT설치전문

| 센터보유현황 전국 14개 센터

| 건설시공팀보유현황 전국 5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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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ster (독일) [máɪstǝr] [마이스터]

기술자(技術者) 명장(名匠), 대가(大家), 명인(名人)

기술자들이 모여 만들어진 회사 답게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이루어야 할 경지를 뜻하는

독일어 마이스터를 社名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이스터를 이루고자 하는 기술자 입니다.

MEISTERS
마이스터즈



대표이사

경영지원팀 인 사

회 계

영업팀

B    2    B

B    2    C

B    2    G

시공팀

현장관리

공정관리

자재구매

서비스팀

콜센터.CS

설 치.AS

온라인

디 자 인

홍보·마케팅

온라인유통

Organization chart조직도

총 무



2020년 - ㈜한샘社 전열교환기 시공 서비스 계약 체결
- ㈜에이올 코리아社 영업판매 계약 체결
- ㈜이케이 네트웍스社 기술 서비스 협력 계약 체결
- ㈜아르펠社 기술 서비스 협력 계약 체결
- ㈜더존하우징社 환기시설 시공 계약 체결
- 대우건설 푸르지오 특판 현장 환기시스템 납품 및 시공
- 하남 창고 오픈
- 자사몰 V마켓 오픈
- 서울 SHOW ROOM 오픈 (강남구 대치동)

- ㈜마이스터즈 사명 변경 및 천홍준 대표이사 취임
- ㈜그렉스사 영업판매 및 기술, 시공 서비스 협력계약 체결
- 특판 시공 건 年1만대 달성
- 환기시스템 부자재 유통시작
- ㈜경동 나비엔 에어원 영업판매 및 기술,  시공 서비스

협력 계약 체결

- ㈜힘펠사 판매 및 기술, 시공 서비스 협력계약 체결
- IAQ설치, 시공, AS, 유지보수 전문업체로 재도약

- ㈜하츠사 기술서비스 협력계약 체결
- 제주 매장 오픈

- 토탈 홈케어 서비스 회사로 재도약

2019년

2018년

2017년

2014년

2013년

2010년

- 네스홈케어㈜ 로 사명 변경
(홈케어 클린서비스 확장)

- 홈케어 클린서비스 시범운영
(고객평가 매우만족 98% 결과 창출)

- 한국암웨이사 서비스 협력회사
재수주 (공개입찰 3개사)

- 김정문알로에 이온수기 관리계약 수주

- 중외메디칼 기술서비스 협력계약 체결

- 한미IT와 고객관리 전산 솔루션 협력 MOU 체결

- 네스랜드㈜ 서비스 전문법인 창업
- 한국암웨이 서비스 계약권 인수 [㈜패스 인수]

- 주요 건설사 납품 시작

- GE가전 정수기(OEM) 납품 시작

- 한국 정수기 공업협동조합
- 정회원 획득

- 아쿠아월드코리아㈜ 창업

2009년

2008년

2007년

2000년

1998년

1996년

1995년

History회사연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친절 서비스와 혼을 담은 시공, 그리고 행복

사명인 MEISTERS에서 말하고 있듯이 장인의 정신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절 서비스를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회사의 핵심인 직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기업 마이스터즈 입니다.

MISSION
환기산업 건설시공 전문기업

IAQ 제품 전문 기업

고객 만족 서비스 전문 기업

유지보수 토탈 서비스 전문 기업

판매, 시공, 설치, A/S 논스톱 서비스 전문 기업

가전제품 전품목 A/S 전문 기업

직원의 행복

일에 대한 책임감

실천 가능한 복지

혼을 담은 시공

우수한 기술력

친절한 서비스

핵심가치

Management philosophy경영이념



유통판매

홍보
마케팅

2개의 네이버 블로그(마이스터, 제주홈케어), 1개의 네이버 카페(마이스터), 1개의 유튜브 채널(마이스터TV)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사와 제품의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전국 3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함으로써 평소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지 못하는 전열교환기, 레인지후드, 

환풍기, 인덕션 및 쿡탑류 등을 전시함으로써 기존 가전제품과는 차별된 종류의 제품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자사몰(V마트)과 스마트스토어(환기마트, 제주홈케어)운영으로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환기, 공기분야와 빌트인

가전제품 분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B2B 및 B2C 시공의뢰 후 이어지는 온.오프라인 위주의 유통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usiness Overview사업현황



전산망
구축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사와 고객을 잇는 최적의 CRM 

SOLUTION 을 운영하고 Consulting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송
설치

시스템

배달 및 전문 설치와 수리 기술이 필요한 고객사의 제품을 풍부한 지식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더욱 빠르게 배달하고 설치해 드리며, 충분한 사용 설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드립니다.

특판
설치

오랜 시간 구축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파트, 빌라 등의 단체 납품 현장 설치 서비스인 B2B 특판 대량 설치

사업 또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전 지역 설치 서비스 진행 가능하며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직영 특판팀

운영으로 기업의 NEEDS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케어
서비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영위 시켜 드리기 위해 환기시스템 필터 교체 서비스, 후드 청소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멤버십을 통해 단계적으로 가정 내 공기질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usiness Overview사업현황



환기
시스템

인테리어를 기반으로 하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텐드형, 무덕트형, 덕트형, 바닥상치형, 벽걸이형 등 모든 종류의 환기제품 설치가 가능하며 고객사와 고객의

거리를 좁히고자 전국 모든 지역 견적 방문 및 설치, 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자체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고객사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사와

고객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응대와 상담 역할을 넘어 고객 지향의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
서비스

서비스 접수 후 익일 12시 까지 컨택율이 92.5%(2019년 기준) 이며, 전산상 미컨택 된 내역은 별도로 표기되어

컨택 할 수 있도록 개별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센터 평균 처리시간 2019년 기준 광역시 2.9일, 외각지역 5.4일

소요됩니다.

교육
분야

“혼을 담은 시공” 이라는 기업이념을 실천하고자 6개월에 한 번씩 전국 집체 교육을 실행합니다. 설치 기술력

뿐만 아니라 고객응대, 서비스 마인드, 사후관리 등의 지성적인 교육도 리마인드 하여 고객 의견과 고충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고객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Business Overview사업현황



편리한 서비스 시스템 구축 Service

B2B B2C
건설 현장 가전제품

전문 시공팀 운영
개인고객님댁을방문하여가전제품
설치 A/S 서비스팀 운영

아파트
특판 시공

건설현장 시공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방문 설치
서비스

방문 A/S
서비스



서비스 진행

STEP. 5

A/S 완료

STEP. 6

A/S 상담 및
문의

STEP. 1

온라인 A/S 접수

STEP. 2

익일 12시 전까지
고 객 컨 택

STEP. 3

기사님 방문

STEP. 4

A/S 서비스 매뉴얼 Service



접수 관리 서비스관리 월별통계로그인

자체 전산을 통한 다수 발주처의 접수 및 관리 일원화

당일 발주건 익일 오전 12시까지 방문약속 전화 완료

전산시스템 ERP System



13,559

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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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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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합계

2019.07 9,484

2019.08 10,551

2019.09 11,656

2019.10 12,422

2019.11 13,559

2019.12 11,612

2020.01 14,831

2020.02 15,427

2020.03 14,371

2020.04 14,049

2020.05 12,836

2020.06 15,359

총 합계 152,078 

A/S 추진체계 및 운영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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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1 

3,318 

8,963 

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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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 
6,959 

11,477 

8,902 

13,696 

10,570 
9,520 

11,271 

4,770 

강남 고양 강원 강동 강북 경인 청주 전주 광주 울산 부산 창원 대구 진주 제주

건 수

강남 고양 강원 강동 강북 경인 청주 전주 광주 울산 부산 창원 대구 진주 제주

15,710 12,421 3,318 8,963 14,301 16,068 8,211 6,959 11,477 8,902 13,696 10,570 9,520 11,271 4,770

A/S 추진체계 및 운영 Service



현장 서비스 인력 평가 I    

항 목 요 소 정 의 착안점 자기평가 1차고과 2차고과

능력

1. 업무지식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변지식의 보유 정도

담당 직무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고 있는가?
내부규정과 처리 절차를 알고 있는가?
직무 관련지식을 담당업무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S S S

A A A

B B B

C C C

D D D

2. 이해판단
문제나 상황의 핵심을 업무상
지시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

업무에 대한 지시의 핵심과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소화하고 있는가?
부과된 업무의 내용과 조건을 바르게 이해하는가?
새로운 사실 및 상황 발생시 요청을 잘 파악하는가?

S S S

A A A

B B B

C C C

D D D

3. 자기계발
자신의 업무 능력 및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하는가의 여부

자기 직무에 1인자가 되려는 열정과 의지로 노력하고 있는가?
자기계발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고 성취하고 있는가?
주어진 임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
로 수용하여 폭을 넓혀 가는가?

S S S

A A A

B B B

C C C

D D D

피고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척 도 내 용 배 점 피고자의 자질, 능력 또는 태도/의욕의 수준

S 탁월 5.0 상위 직급 수준의 기대를 달성

A 우수 4.0 직능요건서상의 기대수준을 상회 (평균 이상)

B 보통 3.0 직능요건서상의 기대수준을 달성 (직급 평균)

C 미흡 2.0 직능요건서상의 기대수준에 미달 (평균 이하)

D 불량 1.0 하위 직급 수준의 기대달성에 불과

[ 평가 회수 : 년 1회]

A/S 추진체계 및 운영 Service



현장 서비스 인력 평가 II  

항 목 요 소 정 의 착안점 자기평가 1차고과 2차고과

태도

1. 협조성
자기직무 이외에 조직의 목표달성

을 위하여 타인(부분)을 기꺼이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태도

전제의 목표달성에 인식과 행동을 함께 하는가?
주변과 잘 조화하며 동료와의 관계는 원만한가?
타 부서 및 동료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움을 주는가?

S S S

A A A

B B B

C C C

D D D

2. 책임감
자신에게 부여된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주지는?
일에 대한 마무리에 철저하여 신뢰를 얻고 있는가?
과업 달성에 실패의 경우인데도 주변 상황이나 타인 특히 상사
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는가?

S S S

A A A

B B B

C C C

D D D

3. 문제인식
현상이나 업무관행에 대하여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분석하며

대안을 탐구하는 자세

현상과 업무에 대하여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해결을 위한 제도 관행 절차 방법 등을 분석하는가?
발전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실제 적용하고 전파하려
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S S S

A A A

B B B

C C C

D D D

피고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척 도 내 용 배 점 피고자의 자질, 능력 또는 태도/의욕의 수준

S 탁월 5.0 상위 직급 수준의 기대를 달성

A 우수 4.0 직능요건서상의 기대수준을 상회 (평균 이상)

B 보통 3.0 직능요건서상의 기대수준을 달성 (직급 평균)

C 미흡 2.0 직능요건서상의 기대수준에 미달 (평균 이하)

D 불량 1.0 하위 직급 수준의 기대달성에 불과

[ 평가 회수 : 년 1회]

A/S 추진체계 및 운영 Service



A/S용역 서비스 평가표 – 센터 배점표

교육 평가 (10점) 서비스기간 (10점) 완료율 (10점) 업무이행 Point (20점) PDA 실시간 미완료 미컨택/미접수 (10)
무상코드

(사유불확실)
(20점)

평점 배점 기간(일) 배점 %율 배점 배점 %률 배점 건수 배점 건수 배점

0 0 0.0 10 0% 0

센터승인(10점)
유상미입(10점)

본사업무협조(10점)

0.0% 10 0.0% 10 0 20

50 0 2.0 10 86% 2 1.5% 9.2 0.1% 9.5 1 15

55 1 2.5 8 88% 4 3.0% 8.2 0.5% 8 2 12

60 2 3.0 6 90% 6 4.5% 7.2 1.0% 5 3 9

65 3 3.5 4 92% 8 6.0% 6.2 1.5% 3.5 4 6

70 4 4.0 2 95% 10 10.0% 5.2 2.0% 2 5 3

75 5 4.5 0

발주 건 대비
완료건수를

%율로 배점화!

본사업무, 
센터 승인 등의

업무이행을 배점화!

15.0% 4.2 2.5% 1 6 1

80 6 

서비스 완료기간
기간별로 배점화!

20.0% 3.2 3.0% 0

85 7 25.0% 2.2

본사에서 미컨택 / 미접수 /
지연 현황 파악 후 이중으로

중복된 건만 추려
건수 대비 배점화

90 8 30.0% 1.2

95 9 35.0% 0

100 10 
완료건 대비
PDA 실시간

미완료 율로 점수화교육평가

A/S 추진체계 및 운영 Service



환기 시스템 ▶

주방 가전

대형 가전

홈케어

일반 가전

전열교환기(덕트, 무덕트, 스탠드) / 공기청정기

후드 / 아일랜드형 후드 / 가스 쿡탑 / 하이라이트 / 인덕션 / 싱크 수전
음식물 탈수기 / 행주 도마 살균기 / 절수기 / 식기 건조대 / 매립형
과일세척기

TV / 의류 건조기 / 식기 세척기 / 세탁기 / 빌트인오븐

환풍기 / 비데 / 커피머신 / 음식물 처리기 / 정수기 / 전동식 빨래건조대

정수기 필터 교체 / 후드 청소 / 환풍기 청소 /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

▶

▶

▶

▶

설치·시공·수리 가능 제품군 Service



A/S 전문 센터 (14개)
전열교환기 시공 전문 센터 (5개)

A/S 전문 센터
강동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강북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수원센터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경인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청주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대구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창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진주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거제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전주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순천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상삼리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도동

전열교환기 시공 전문 센터
강남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청주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포항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학산동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도동

전국 서비스망 보유

전국 시공·설치 및 A/S 센터 운영 Center



㈜마이스터즈와 함께합니다
Business partner社



전열교환기 설치 사례 (통계) Installation case

당사 통계 기준 (2018.10~2020.12)

250여 현장 17,098대



시공 설치 사례 Installation case



가전제품 설치 사례 Installation case



제품 교육 Service Education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

교육자료

Vmart (자사몰) 환기마트 제주홈케어

(네이버카페) (유튜브)

Maketing
2개의블로그, 3개의쇼핑몰그리고 2개의교육채널운영중



강남매장 서을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2길 24(대치동, 태양빌딩) 1층

하남창고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 210-28

광주매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82번길 72 1층)

제주매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72 KR B105호

전국 오프라인 매장 & 창고 Offline Store



제품 판매 – 건설시공 & 방문설치 – AS 로 이어지는 논스톱 서비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모든 지역 서비스 제공

가전제품 서비스 26년의 경험

IoT(Internet of Things) 전문 기업

IAQ(Indoor Air Quality) 전문 기업

마이스터즈만의 장점 Advantage

월요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서비스 운영



Thank you !

㈜MEISTERS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2길 24(대치동, 태양빌딩) 1층

TEL : 1644-2625     FAX : 070-8677-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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