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서비스                                   
이제 메시징으로                                    
쉽고 즐겁게

메시징을 통한 고객 지원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메시징을 통해 기업과 소통한 이들 중 
74%가 앞으로도 메시징을 활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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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객이 2020년 새로운 채널을 
이용했습니다 

64%
기업은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스피드와 개인성, 편리함과 안전성을 

갖춘 메신저가 고객과 비즈니스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고객은 이미 설치된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할 때 언제든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담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객은 강아지와 

산책을 하거나 화상 미팅을 하는 동안에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죠.

소셜 메시징 앱의 월간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27억 7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기업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메시징 채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과의 소통 방식과 고객의 

기대치 역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더 

큰 관점의 지원 전략에서 메신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지난 1년 간의 빠른 변화와 고객과 기업의 소통 방식에 

메신저가 끼친 강력한 영향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Zendesk는 2021 고객 경험 트렌드 보고서의 기초가 된 

데이터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고객, 상담원, 고객 서비스 리더 

및 테크놀로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더불어 

Zendesk를 통해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175

개국의 9만여 개 기업의 제품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격변의 2020년, 고객 행동 역시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업과의 소통을 시도한 고객의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많은 이들이 
WhatsApp이나 Facebook Messenger처럼 
평소에 즐겨 쓰는 앱을 기업과의 소통 수단으로 
선택했습니다.  

https://www.emarketer.com/content/global-mobile-messaging-2020
https://www.emarketer.com/content/global-mobile-messaging-2020
https://www.zendesk.kr/cx-trends-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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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메신저에 날개를 달다 

메신저의 인기가 아주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작년 새 사용자 

숫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채널이며 대부분이 앞으로도 

메신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3분의 1 가량의 고객이 2020년 

처음으로 메신저를 통해 기업과 소통했습니다.

WhatsApp과 Facebook Messenger와 같은 소셜 메시징 앱의 

인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소셜 메시징은 

작년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채널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0세 

이하 응답자의 3분의 1이 고객 서비스가 필요할 때 소셜 

메시징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 고객은 마치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듯이 상담원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고객은 메신저를 애용하는 이유로 편리함과 친숙함을 

꼽았습니다. 또한 메신저 사용량은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늘어났습니다. WhatsApp을 통한 티켓 요청은 2020년에만 

101% 증가했고, Facebook Messenger와 Twitter 쪽지를 통한 

요청은 58% 급증했으며, SMS/문자가 34%의 증가세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WhatsApp은 Facebook Messenger를 

비롯한 소셜 메시징 앱과 박빙의 경쟁을 하며 가장 큰 티켓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hatsApp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서, Facebook Messenger와 Twitter는 

북미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채널 인기 현황 

+36%
인앱�메신저�활용 

+12%
이메일

-6%
전화

+17%
채팅

+75%
SMS/문자

+110%
소셜�메신저

각 지역에서 활용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채널은?

Facebook Messenger

+190%

+63%

+96%

+172%

+82%

+41%

+117%

+33%

EMEA LATAM AMER APAC

WhatsApp 문자/SMS

74%
의 고객이 2020년 처음으로 메신저를 통해 
기업과 소통했고,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객 서비스, 이제 메시징으로 쉽고 즐겁게 4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메신저는 그 어떤 채널보다도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로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기업 역시 이를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새로운 채널을 도입한 기업의 53%가 

메신저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지원 팀의 메신저 사용량 역시 

작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은 ? 

WhatsApp과 Facebook Messenger, 
그리고 SMS/문자 순입니다.  

메시징 채널은 고객에게 인기가 있을 뿐 아니라 상담원에게도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상담원이 통상적인 

라이브 채팅 대비 메신저를 선호할 확률은 50% 더 

높았습니다. 여러 티켓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언제든 

대화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신저를 선호하는 다른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업은 

메신저가 상시 제공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문제를 더욱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상담이 가능할 때는 

메신저로 응답하고, 상담원이 직접 상담할 수 없을 때는 

챗봇을 사용해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업 및 배치가 용이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팬데믹 초기에 

재택 근무를 막 시작한 상담원과 기타 지원 채널의 부담을 

덜어 주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메시징 채널 

+47%
SMS/문자

+27%
인앱

+29%
웹�메신저

+51%
Facebook Messenger

+62%
WhatsApp

각 지역에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 

해결�시간이�더욱�빠름 
더�많은�상담원과의�소통
한번에�여러�고객�상담이�가능함 
24시�지원

APAC

+50%

+42%

AMER

+50%
+46%

EMEA

+43%+41%

LATAM

+54%+52%

42%
문제 해결 시간이 가장 짧고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원팀은 메신저를 통해 고객과 소통할 
가능성이 42% 더 높았습니다.

https://www.zendesk.kr/blog/zendesk-mess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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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은 잘못이 없습니다

메신저 사용과 더불어 AI 및 자동화 챗봇의 활용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자동화 챗봇 

사용량은 81% 급증해 WhatsApp을 뒤이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AI의 중요성에 대해 

덧붙이자면, 메시징 전략에서 이러한 유형의 

자동화 수단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점차 

늘어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챗봇이 모든 고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이는 챗봇의 본래 역할도 아닙니다. 챗봇은 

고객과 기업 입장에서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매개체입니다. 챗봇 덕분에 24시간 응답이 

가능하며, 상담원과의 효율적인 인수인계로 

고객이 요청을 반복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고객은 영업시간 외에 빠른 응답이 필요할 때 

챗봇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때 자동 응답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원과의 연결 전에 거쳐야 

할 성가신 통과의례가 될 수 있습니다.  

챗봇이�가장�도움이�될�때 vs. 
챗봇이�가장�답답할�때

큰�도움이�됨 

19%
정확한�대답을�얻을�수�있음

7%
상담원과의�대화가�필요�없음

18%
해당�항목�없음

27%
응답이�빠름

29%
영업시간�외에도�응답을�받을�수�있음

답답함 

23%
상담원으로�바로�연결할�수�없음 

3%
해당�항목�없음

31%
상담원과�연결�시�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함 

43%
정확한�대답을�얻을�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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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메신저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0% 이상의 고객이 주문 추적을, 3분의 1 

가량이 상태 또는 잔고 확인을 위해 메신저를 쓴다고 응답했습니다. 불만 접수 혹은 기술적 

지원 요청과 같은 더 복잡한 문제의 경우 40%가 AI가 아닌 실제 상담원의 지원을 원했습니다. 

자동�응답이�더�편한�상담�유형 vs. 
실제�상담원이�더�편한�상담�유형

자동�응답�서비스 

22%
주문�변경

21%
반품�또는�교환

19%
견적�요청

19%
기술�지원�요청

18%
결제�관련�질문

17%
불만�접수할�때

6%
모두�해당됨

22%
없음. 자동�응답�서비스를�원하지�않음

32%
상태�또는�잔고�확인 

41%
주문�확인 

상담원�연결

32%
반품�또는�교환

31%
결제�관련�질문

40%
기술�지원�요청

27%
주문�변경

23%
견적�요청

20%
모두�해당됨

13%
배송�확인을�할�때

13%
상태�또는�잔고�확인

6%
없음. 상담원�연결을�원하지�않음

40%
불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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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App 아니면 
Facebook Messenger? 
고객의 취향에 맞출 것      
메시징 전략 수립에 있어 만능 접근법은 없습니다. Apple Buisness Chat과 Google 

Business Messages를 비롯한 새로운 메신저 앱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비즈니스 운영 장소 뿐 아니라 고객의 선호도까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Facebook 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WhatsApp은 112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팅 앱이며, Facebook Messenger는 (미국 포함) 57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eChat이나 KakaoTalk과 같은 앱은 로컬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가 별 가장 많이 쓰는 메시징 앱
WhatsApp Facebook Messenger Viber WeChat Line KakaoTalkIMO

출처: SimilarWeb

https://www.similarweb.com/corp/blog/mobile-messaging-app-map-january-2019/


고객 서비스, 이제 메시징으로 쉽고 즐겁게 8

지역별 메신저 현황 
맨 처음부터 메시징 전략을 세우는 기업이나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기업 모두, 우선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객 선호 채널
SMS/문자, 로컬 메신저

주요 티켓 요청 채널 
SMS/문자, Facebook Messenger

기업이 가장 많이 제공하는 메신저
Facebook Messenger, 웹 메신저

팬데믹 이후 사용량 급증 채널
Facebook Messenger

고객 선호 채널
소셜 메시징, SMS/문자 

주요 티켓 요청 채널
Facebook Messenger

기업이 가장 많이 제공하는 메신저
Facebook Messenger, SMS/문자, 

WhatsApp

팬데믹 이후 사용량 급증 채널
Facebook Messenger

북미 지역
권장 솔루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SMS/문자 및 메시징 서비스를 
추가하고, Facebook Messenger의 도입을 고려하세요.

비록 팬데믹 기간 동안 Facebook Messenger와 Twitter 

쪽지를 통한 티켓 요청은 172% 증가했지만, 북미 지역의 

고객은 SMS/문자 또는 웹사이트 상에서 직접적으로 기업과 

소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현재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절반이 Facebook Messenger를 활용 중이며, 41%는 

웹 메시징을, 3분의 1은 SMS/문자 또는 모바일 메시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권장 솔루션

Facebook Messenger를 추가하고 WhatsApp, SMS/문자, 
또는 WeChat (중국), KakaoTalk (한국), LINE (일본)처럼 
로컬에서 인기가 있는 앱을 고려해보세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객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Facebook 

Messenger를 통해 티켓 요청을 많이 합니다. WhatsApp과 

SMS/문자를 통한 티켓 요청은 훨씬 적지만, 팬데믹 동안 이 두 

채널 역시 요청이 급증했고, 많은 고객이 기업과의 소통에 있어 

소셜 메시징과 문자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Facebook Messenger

와 SMS/문자를 사용하며 47%가 WhatsApp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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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선호 채널
소셜 메신저, SMS/문자,  

로컬 메신저 앱

주요 티켓 요청 채널
Facebook Messenger, WhatsApp

기업이 가장 많이 제공하는 메신저
WhatsApp, SMS/문자, Facebook 

Messenger 

팬데믹 이후 사용량 급증 채널
WhatsApp

고객 선호 채널
소셜 메신저, 로컬 메신저 앱 

주요 티켓 요청 채널
WhatsApp

기업이 가장 많이 제공하는 메신저
WhatsApp, Facebook Messenger

팬데믹 이후 사용량 급증 채널
WhatsApp, Facebook Messenger

유럽, 중동  
& 아프리카
권장 솔루션

Facebook Messenger와 WhatsApp을 추가하고 SMS/
문자, 로컬 메시징 앱, 또는 동유럽의 인기 앱 Viber의 도입을 
고려해보세요.

이 지역 대부분의 고객은 Facebook Messenger를 통해 

티켓을 요청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WhatsApp의 사용량이 

무려 190% 증가했습니다. 많은 고객이 메시징 채널을 통해 

기업과 소통한다고 응답했으며 소셜 메시징 앱, 문자, 또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직접적인 메시징을 선호합니다. 

이 지역에서 메시징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의 67%가 

WhatsApp을 활용하고 있으며 SMS/문자(45%) 또는 

Facebook Messenger(43%)를 쓰고 있는 기업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남미 지역
권장 솔루션

WhatsApp과 Facebook Messenger를 추가하고, 로컬 
메시징 앱이나 SMS/문자, 또는 Instagram DM의 활용을 
고려해보세요.

남미 지역의 고객은 모든 지역을 통틀어 WhatsApp을 통해 

가장 많은 티켓을 요청하고 있으며, 작년 이 채널을 통한 티켓 

요청은 96% 증가했습니다. 기업과의 소통에 있어 고객은 

WhatsApp과 Facebook Messenger와 같은 소셜 메신저 앱을 

선호하지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직접적인 소통도 

활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현재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WhatsApp(91%)을 사용하며 74%는 

Facebook Messenger를 선호합니다. 그 밖에 남미 지역 

기업이 제공하는 채널로는 Instagram DM(33%)과 

Telegram(28%)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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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본 세대 차이
기업에 메시지를 보낼 때 대부분의 고객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여전히 기업의 자체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선호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메신저에 비해 웹 또는 모바일 

메신저가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놀랍지 않은 사실입니다.

많은 고객과 기업이 여전히 소셜 메신저 앱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Z

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은 고객보다 소셜 메시징을 활용할 가능성이 40% 더 높으며, 

앞으로도 소셜 메시징으로 기업과 소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메시지�채널은? 

1 8 - 2 4 :

21%
SMS/문자

3%
해당�항목�없음

35%
소셜�메시징�앱

40%
웹사이트�또는�모바일�앱�활용

2 5 - 3 9 :

17%
SMS/문자

3%
해당�항목�없음

39%
소셜�메시징�앱

42%
웹사이트�또는�모바일�앱�활용

4 0 - 5 4 :

20%
SMS/문자

3%
해당�항목�없음

31%
소셜�메시징�앱 

47%
웹사이트�또는�모바일�앱�활용

5 5세�이상:

22%
SMS/문자

5%
해당�항목�없음

24%
소셜�메시징�앱

48%
웹사이트�또는�모바일�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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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넘나드는 
대화형 서비스 
기업은 고객이 원할 때면 언제든 고객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채널과 관계없이 기업은 고객과의 매끄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더 큰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요청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기업은 요청의 맥락을 단번에 
이해해 맞춤형 고객 경험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채널이라도 Zendesk 메시징과 
함께라면 고객의 기대치를 가뿐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https://www.zendesk.kr/service/messag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