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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에 몇 년을 바라보고 
있다면 늦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2020년, 코로나19가 고객의 

기대치와 기업의 업무 

방식을 단숨에 바꿔 놓으며 

기업의 업무 방식에 크나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이 

우선시되고, 많은 경우 

디지털로만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고객 소통과 

재택 직원 관리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야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CX에 우선 투자한 기업은 커다란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노련한 CX 조직은 고객 유지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6배 더 높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의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기에 날로 

높아지는 고객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기업에 뒤처질 염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2021년에는 예산을 보다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 투자는 효용을 발휘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순위 설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Zendesk를 

사용하는 글로벌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성공적인 

CX를 제공하기 위한 8가지 성공 사례를 만나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Zendesk의 2021년 
고객 경험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DIGITAL TIPPING POINT

98%
의 중견 기업 및 대기업이 
새로운 도구 또는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89%
의 중견 기업(직원 100~999명) 
리더는 코로나19가 기술 도입을 
촉진했다고 응답했습니다.

91%
의 대기업(직원 1,000명 이상) 
리더는 코로나19가 기술 도입을 
촉진했다고 응답했습니다.

57%
의 중견 기업이 2021
년에는 CX 기술의 
투자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65%
의 대기업이 2021
년 CX 기술의 투자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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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고객에게 편리함을 
선사할 것

우선순위  #

팬데믹에도 고객의 기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80%의 고객이 단 한 번의 나쁜 

고객 서비스 경험만으로 경쟁 기업을 선택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2021년 고객은 대면 경험에 버금가거나 더 나은 온라인 경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이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많은 기업이 2021

년 새로운 채널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고객이 상담원과 대화하지 

않고도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헬프 센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

브라질

싱가폴

호주

멕시코

스페인

미국

베네룩스

프랑스

북유럽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인도

68%
의 중견 기업이 
2021년에 
새로운 지원 
채널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76%
의 대기업이 2021년 
새로운 지원 채널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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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찾아 
가는 서비스

성공  사례  01:

개인화되어 빠르고 편리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덕분에 고객은 친구 및 가족과 소통하는 메시징 채널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및 시차를 둔 대화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시징 채널은 고객과 상담원 모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대화 기록이 지워질 염려 없이 고객이 원할 때 상담을 시작하고 잠시 중단하거나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객은 강아지와 산책을 하거나 화상 미팅을 하는 동안에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상담원은 더 많은 고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메시징을 통한 요청이 두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고객 
지원팀은 메시징을 
활용할 가능성이 1.5
배 더 높습니다

WhatsApp SMS/문자

Facebook Messenger/Twitter DM

+1
36

%

+7
2%

대기업중견 기업

+1
6%

+2
26

%

대기업중견 기업

+3
3%

+2
84

%

대기업중견 기업

고객은 브랜드가 직접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고객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지원을 요청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고객은 Facebook Messenger나 WhatsApp과 

같은 메시징 채널을 즐겨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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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서비스로 더욱  
빠르게 고객 지원

성공  사례  02:

상담 요청 시, 고객은 편리한 옵션을 원합니다. 그러나 간단한 질문의 

경우 빠른 응답을 선호하죠. 그래서 디지털 퍼스트가 대세인 요즘 

고객은 기업의 온라인 리소스를 활용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객에게 셀프 서비스를 장려하면 상담원이 반복되는 요청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셀프 서비스에 AI를 접목할 경우 지원팀에 

더욱 더 큰 도움이 됩니다. Zendesk가 제공하는 AI 기반 챗봇은 

고객에게 도움글을 추천해 체크아웃 페이지와 같은 여정 전반을 

고객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챗봇은 상시 대기 

상태이기에 고객은 언제든 응답을 받을 수 있죠. 

2020년 AI 도입은 50% 증가했지만, 활용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이 격차는 AI가 상담원의 더 나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Zendesk의 챗봇 API를 통해 고객 지원 팀의 CX 소프트웨어를 Ada를 

비롯한 다양한 챗봇 솔루션과 통합하면, 상담원과 챗봇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습니다. 

37%
코로나 이후 고객의 
지식창고 열람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대기업의 AI 도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여전히 AI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성공적인 중견 기업은 
2020년 셀프 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이 34% 
더 높고, Zendesk의 
Answer Bot을 4배 더 
많이 활용했습니다 

성공적인 대기업은 
2020년 셀프 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이 35% 
더 높고, Zendesk의 
Answer Bot을 3배 더 
많이 활용했습니다 

중견 기업 대기업

2020

36%
40%

20202021 2021

2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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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지원 팀을 
지원하세요 

우선순위  #

기업은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온라인 채널을 확장하는 동시에 

재택근무로의 전환이라는 난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유연한 업무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더 나은 직원 경험(EX) 제공에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고객 경험과 직원 경험은 바늘과 실처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상담원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고객 지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담원이 고객의 

어떤 요청이라도 잘 응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 

역시 높은 퀄리티의 고객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71%의 중견 기업 
상담원과 69%의 
대기업 상담원이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성공적 업무를 위한 
도구를 갖췄다고 답한 
상담원은 중견 기업 
59%, 대기업의 56%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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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볼 수 있는 
고객 정보

성공  사례  03:

믹서기 관련 문제로 고객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지원 요청한 이전 기록

영수증 송부를 위한 이메일을 비롯한 고객의 연락 정보

고객 유지 기간 (단골 고객일 경우 무료 반품 서비스 제공)

결제, 배송, 및 주문 상세 정보—Cool Kitchen이 CX 솔루션을 Shopify와 통합한다면 상담원은 이 모든 
정보를 활용해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믹서기 반품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령, 믹서기 반품을 위해 Cool Kitchen에 문자를 보낼 경우, 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성취도가 높은 중견 
기업의 상담원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가능성이 
93% 더 높았습니다 

2020년 대기업은 그 어떤 규모의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티켓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상담원에게는 모든 채널과 도구, 고객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맞춤형 서비스를 대규모로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워크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40%의 고객이 요청 하나에도 다수의 채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담원에게는 고객 정보를 온전히 확보하면서 서로 다른 채널을 오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담원이 채널을 바꿀 때마다 

고객 정보를 검색하느라 고객이 같은 요청을 반복하거나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취도가 높은 대기업의 
상담원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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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의 효율과 
협력을 증진하는 
워크플로우 활용

성공  사례  04:

특히 소규모 기업을 비롯한 비즈니스는 여러 팀과 부서 

간의 업무 효율과 협업을 증진할 수 있는 도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 상담원의 효율은 필수입니다. 회사는 

상담원이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워크플로우를 

개선하세요:

• 상담원이 미리 응답을 준비하여 일일이 타이핑하는 

일이 없게 합니다 

• 관련 직군 상담원에게 자동 라우팅

• 챗봇을 통해 고객에 대한 사전 정보 확보
 

24시간 잠들지 않는 디지털로 연결된 세상에서 협업 도구 

역시 규모를 확장해 왔습니다. 성공적인 지원팀은 상담원이 

협력 프로세스와 여기에 필요한 도구 및 데이터를 갖출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상담원이 티켓 내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lack 또는 Zoom과 같은 워크스페이스 

내의 도구 및 활발한 액세스 승인을 통해 상담원은 다른 

상담원뿐만 아니라 기타 부서, 심지어 타사와도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성취도가 높은 중견 
기업 상담원은 2020년 
워크플로우가 늘어나거나 
바뀔 가능성이 35% 높았고, 
대기업의 경우 3분의 1이 더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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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을 통한 
셀프 서비스 확장

성공  사례  05:

철저한 지식 관리를 통해 고객은 더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상담원은 중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귀사의 지식창고를 키우고 콘텐츠를 

업데이트해 가치를 더해 줄 가장 훌륭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상담원이 지식창고에 기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식 관리를 상담원의 워크플로우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 관리 도구 덕분에 상담원은 티켓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 새로운 도움글을 작성할 수 있고, AI 

기반의 제안을 통해 자동으로 최신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취도가 가장 높은 
지원팀은 상담원이 
지식을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37% 더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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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zendesk.com/apps/support/knowledge-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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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비즈니스와 조화를 
이룰 것

우선순위  #

팬데믹으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도구, 및 소프트웨어 관련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데이터의 분산 또는 폐쇄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랜 CRM 시스템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기업에게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춘 CRM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소스에 

흩어진 데이터의 점을 하나로 잇는 시스템이죠. 덕분에 

기업은 더욱 민첩하게 움직이고, 지원팀은 단순히 데이터 

확보를 넘어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민첩성은 올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기업 과반수의 
최우선순위는  
민첩성 증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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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고객 정보로 
맞춤형 CX 제공

성공  사례  06:

위기일수록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기업은 많은 고객이 있지만, 

여전히 고객 하나 하나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대기업에게 고객은 그저 또 하나의 

티켓 요청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상담원이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여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객이 보이는 곳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은 고객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즉, 한눈에 고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데이터의 위치 혹은 당사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기업의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재택근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은 필수입니다. 보안 관리는 80%의 기술 

의사결정권자들에게 2021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오늘 날 기업은 대기업 수준의 보안 기능과 포괄적인 

감사를 갖춘 동시에,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보안 및 사생활 방침을 준수하는 CX 플랫폼을 필요로 합니다. 

75%
의 고객이 개인화된 
경험을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상담원은 가장 기본적인 고객 데이터에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CX 상담원 비율

통상적으로 고객 요청에 응대할 때 시스템상에 접근할 수 있는 고객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0%

이전 주문 내역 및 고객 서비스 히스토리

개인 세부 정보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고객의 가장 최근 주문 현황 (출고, 배송 등 포함)

고객의 제품 또는 서비스 사용 이력 

고객 서비스 연락을 위해 고객이 사용 중인 기기 정보

플랜 또는 구독 정보 (예: 플랜 유형/계정 유형  또는 상태)

고객의 구매 또는 검색 기록 기반의 추천 아이템

최근 구매에 사용한 신용 카드

개인 건강 정보 또는 데이터

해당 사항 없음. 그 어떤 고객 데이터도 볼 수 없음

10%

43%

20% 30% 40%

43%

36%

34%

26%

24%

23%

18%

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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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통합 기능 및 자동화로 
 CX 솔루션 확장

성공  사례  07:

CX 솔루션은 지원팀이 활용하는 모든 도구와 앱과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래야 상담원에게 필요한 최신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객의 여정과 고객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위해 하나의 플랫폼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Workato와 같은 도구를 통해 기업은 

조직 전반에 걸쳐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동기화해 데이터 관리의 폐쇄성을 해결하고 업계 

최고 수준 도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Zendesk Marketplace를 사용하면 Playvox WFM을 

비롯한 워크포스 관리 도구 뿐 아니라 Atlassian과 같은 

프로젝트 관리 앱, Unbabel과 같은 번역 소프트웨어 

그리고 SurveyMonkey를 비롯한 맞춤형 설문 도구를 

포함한 천여 개의 플러그 앤 플레이 앱과 사전 통합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방성과 유연성을 모두 갖춘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기업은 맞춤형 앱으로 상담원의 

워크스페이스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8%의 중견 

기업과 73%의 대기업이 맞춤형 고객 경험 솔루션을 위한 

개발자 접근성 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물 창고와도 같은 고객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상담원은 

고객의 니즈를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장소에서 다양한 도구의 모든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도 그만큼 향상됩니다. 

데이터를 통해 프로세스가 자동화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검색 과정이 클릭 하나로 끝나면서 상담원의 

작업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규모가 큰 기업에게 자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성취도가 높은 
지원팀은 상담원 
워크플로우 개선 및 
업무 자동화를 위한 
도구를 2배 이상 더 
많이 사용합니다

성취도가 높은 
지원팀은 앱과 통합 
기능을 활용해 CX 
솔루션을 확장할 
가능성이 33% 더 
높습니다

2021년 중견 및 대기업이 CX 성공을 가속화하는 방법 12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workato/
https://www.zendesk.kr/apps/?_ga=2.40267425.2002564349.1617798096-906247451.1585666363&_gac=1.186061019.1616791374.Cj0KCQjwjPaCBhDkARIsAISZN7SHEmwOiTeG8WIZ4R7Ak6MiZmGX2ib1N2s5NNjkwmHweM-bAoDov_EaAn7bEALw_wcB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agyle-time-workforce-management/?utm_source=whitepaper&utm_medium=pdf&utm_campaign=digital_tipping_point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atlassian-statuspage-for-support/?utm_source=whitepaper&utm_medium=pdf&utm_campaign=digital_tipping_point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unbabel-for-zendesk-support/?utm_source=whitepaper&utm_medium=pdf&utm_campaign=digital_tipping_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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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틱스를 통한 
업무 효율 개선 방법

성공  사례  08:

38%
의 중견 기업 관리자는 재택 
지원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애널리틱스 도구가 
없습니다 

1/3
의 대기업 매니저는 
재택  지원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애널리틱스 
도구가 없습니다

비즈니스와 고객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발전의 여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하거나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널의 분석 

자료를 하나로 통합해 고객 경험 전체를 측정 및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38%의 중견 기업과 3분의 1의 

대기업이 재택 근무 중인 지원팀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애널리틱스 도구를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CX 조직은 곧장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인사이트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애널리틱스 

소프트웨어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시간 분석 
및 분석 자료의 히스토리를 제공하는 CX 

솔루션을 통해 지원 팀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과거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통계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성취도가 높은 지원팀은 
CX 애널리틱스 리포팅 
솔루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40%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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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에 놓인 CX, 
지금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고객에게 편리함을 선사하고, 지원팀을 서포트하며 비즈니스와의 

조화를 이루는 일은 뉴노멀 시대의 CX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 

핵심입니다. 이 중 하나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후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3가지 모두 반드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에만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Zendesk Suite는 사용이 쉽고 비즈니스 규모에 따라 확장 

가능한 완전한 고객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X가 전환점에 

놓인 지금, Zendesk와 함께 디지털 티핑포인트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세요. 

여기에서 시작하세요: 
지금 무료 평가판에 등록하세요

https://www.zendesk.kr/register/?variant=283a#step-1
https://www.zendesk.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