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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desk덕분에 얻은 비용 절감과 비즈니스 혜택
고객서비스팀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자본 지출을 없애거나 필요한 

비용만 지불하든, 고객 서비스 센터에 디지털 채널을 추가하거나, 상담원 지식을 단일 데스크톱으로 통합하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면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단기적·장기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Zendesk Suite를 구현하여 디지털 우선 경험을 제공하면, 고객이 기대한 경험에 충족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Forrester는 Zendesk를 사용하는 대기업의 의사 결정자 7인과 인터뷰를 실시해 총 경제 효과(TEI)™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과 이점, 유연성, 리스크를 파악했습니다. 정량화되고 검증된 혜택에 따르면, 

Zendesk 고객은 3년 간 810만 달러의 비용 대비 3,12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했고, 그 외에도 순현재가치(NPV) 2,310만 

달러와 286%의 ROI를 달성해 6개월 이내에 투자액을 회수했습니다.

Zendesk -  
총 경제 효과™

주요 문제점 솔루션 요건

Zendesk에 투자하기 전, 조직은 일반적으로 공유 받은 편지함이나 

자체 개발한 솔루션으로 작업했으며 채널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	 고객 문의와 고객 서비스 워크플로우에 대한 가시성이 낮음

• IT 팀의 불필요한 수작업

•	 상담원의 시간을 낭비하는 반복적인 고객 문의

•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디지털 채널을 추가할 수 

없음

•	 이미 구현되어 있는 타 비즈니스 기술과의 연동이 제한됨

인터뷰 대상자의 조직은 다음 사항을 해결해 주는 솔루션을 

모색했습니다.

•	 향상된 가시성, 안정성, 자동화 기능으로 상담원의 시간을 절약

•	 기존 API 연동 서비스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비롯해 손쉽게 

구축·구성할 수 있는 연동 서비스로 개발자의 시간을 절약

•	 고객서비스팀이 불필요한 인력 증원을 피하면서 채널을 확장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속하고 손쉽게 구현·확장되어 가치 창출 시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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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수를 줄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해
비용을 절감

Zendesk를 구현하자마자 자동화 및 셀프 서비스 기능을 

통해 티켓 수 줄이기를 신속하게 경험했고, 프로세스와 

안정성 개선으로 나머지 고객 문의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	 상담원 개입 없이도 고객 문의를 해결하고, 고객 문의에 

대량으로 응답하고, 고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옵션을 

지원하는 자동화된 챗봇을 사용해 전체 티켓 수를 15% 

감소

•	 가시성과 안정성이 개선되어 나머지 고객 문의 처리 

시간이 40% 단축

상담원의 효율성을 개선해 불필요한 
인력 증원 방지

Zendesk를 사용하는 상담원은 상담원 데스크톱에서 생성된 

지능형 워크플로우 덕분에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챗봇, 셀프 서비스와 같은 자동화 기능이 단순 

반복 작업을 처리해 주므로, 상담원은 복잡한 업무를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Zendesk

의 기능과 연동 서비스를 더 많이 구현할수록 상담원 인력을 

최대 15% 줄일 수 있습니다.

혜택 분석

한결 빨라진 연동 서비스와 시간 단축

Zendesk의 간편한 구성과 연동 서비스는 번거로움 없이 더 

빠르게 구현하고 혜택을 볼 수 있어 경쟁사의 서비스과 

차별화됩니다.

•	 타사 고객 서비스 플랫폼 대신 Zendesk 서비스를 구현하여 

개발자 인력을 20% 절감

• Zendesk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간편한 구성과 개발 덕분에 

15%의 시간 단축	

추가 연간 매출

Zendesk는 고객 서비스 솔루션뿐만 아니라, 랜딩 페이지에서 

구매를 장려하고 업셀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상담원에게 

전달하는 챗봇을 통해 사전 구매를 촉진하는 솔루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만기에 따라 3년간 평균 전환율이 8~10% 증가

• Zendesk 덕분에 평균 주문액이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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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비용은 비즈니스 성장과 함께 가중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질적인 시스템은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저해합니다. 

늘 변화하는 고객의 행위와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신기술을 채택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조직은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소홀히 하지 않고도 티켓 수를 줄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채용을 피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에서 직접 경험한 결과입니다.

•	 티켓 수를 줄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해 2,170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

•	 상담원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추가 인력 채용을 방지해 820만 달러를 절감

•	 연동 및 배포 시간을 단축해 가치 창출 시간을 100만 달러 절감

•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해 연간 224,500달러의 추가 매출을 달성

모든 채널에서 디지털 우선 경험을 제공하는 Zendesk Suite는 기존 솔루션과 매끄럽게 연동됩니다. Zendesk는 

고객서비스팀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복잡성과 확장성을 처리하여, 구현 즉시 혜택을 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인텔리전스, 시간 절약형 자동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비용 분석

Forrester 컨설팅이 Zendesk의 의뢰 하에 2021년 12월에 실시한 연구인 
Zendesk 의 총 경제 효과™에서 Zendesk를 구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투자수익률에 대해 알아보세요.

보고서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mailto:support@zendesk.com
https://twitter.com/zendesk
https://www.zendesk.kr/
https://www.zendesk.kr/blog/total-economic-impact-of-zende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