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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담원이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면 

고객은 귀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 지원 팀이 성공을 거두려면 기업 전반에 걸쳐 

원활하게 통합되는 적절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파트너사와 앱, 연동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는 

Zendesk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올바른 솔루션을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본 후 앱과 연동을 신속하게 시작하고 실행하여 

지원팀이 어디에서나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들은 고객 경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더욱 충성도를 느낀다고 
응답한 고객

77%

https://www.zendesk.kr/apps/?_ga=2.96732511.1563680369.1629123459-1096683955.1623943148
https://www.zendesk.kr/blog/customer-service-trends/
https://www.zendesk.kr/blog/customer-service-trends/
https://www.zendesk.kr/blog/customer-service-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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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솔루션 선택
마켓플레이스에 마련된 1,200개 이상의 사전 구축된 앱과 연동 
서비스에는 거의 모든 것을 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귀사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1 단계 

필요 사항 파악
•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 귀사의 고객 지원 팀은 현재 어떤 시스템과 툴을 사용하고 
있나요?

• 귀사의 솔루션은 어느 정도의 맞춤화가 필요한가요?

2 단계 

검색 및 평가
• 앱 목록 둘러보기 

• 이용 후기 확인하기

• Zendesk 커뮤니티에서 조언 얻기

3 단계

시작하기
• 이해관계자들에게 변경 사항 전달

• 앱 설치 및 구성

https://support.zendesk.com/hc/ko/community/topics/115000506348-Zendesk-Integ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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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 솔루션 
가이드
비즈니스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앱을 찾아라!

이제 필요 사항을 모두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할 
차례입니다. Zendesk 연동 서비스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 1

고객 데이터를 통합해  
더 나은 CX를 제공하라

# 2 

어디에 있든 함께 협업하라

# 3

고객 서비스 팀에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라

# 4 

AI로 고객 경험을 개선하라

# 5

지원 팀의 생산성 개선을 뒷받침하라

# 6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고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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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hopify + Zendesk

스파르탄 레이스(Spartan Race)는 팔로어가 많고 

자체 운동 관련 제품을 갖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30여 개국에 고객을 두고 있다. 이후에 쇼피파이를 

연동해 고객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한 

곳으로 통합했다. 고객 서비스 책임자인 아자 

바니는 "그 때 회사는 축제 분위기였였어요. 이제 

Zendesk 안에 있으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Zendesk와 쇼피파이 연동 

덕분에 효율성이 15%나 높아졌다”고 덧붙인다.

온라인 스토어에 실시간 채팅을 추가해 소매 

매출액 27% 증가, 실시간 채팅 고객 만족도 평점 

97% 달성 효과를 거뒀다. “상담원들의 티켓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고객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고객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로 

아자 바니는 덧붙인다.

고객 데이터를 통합해 더  
나은 CX를 제공하라   
앱 연동은 여러 채널에서 도구와 데이터를 연결하여 상담원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팀은 올바른 고객 정보를 
추적하는 데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상담원이 고객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면 모든 업무가 수월해집니다. 
Zendesk 앱 마켓플레이스는 귀사의 툴을 하나로 통합하는 손쉬운 
연동 서비스로 단일 고객뷰를 확보하여 비즈니스 성공와 발전을 
뒷받침해드립니다. 

상담원은 원활한 옴니채널 인터페이스에서 티켓 필드, 매크로, 
사이드바 앱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얻을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운영팀이나 마케팅팀과 자유롭게 연결되면, 
정체된 업무 흐름이 뚫려 획기적인 통찰력을 얻고 중복 작업을 줄이며 
비즈니스 전반에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례 탐구

MailChimp: 모든 고객 데이터와 마케팅 채널을 하나로 연결한다. 

메일침프 캠페인에 액세스하면 상담원이 모든 상호작용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대상 목록을 만들어 고객에게 미리 연락을 취할 수 있다.

Klaviyo: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 툴과 고객 지원 데이터가 연동되어 

있어 타깃 대상이 될 만한 고객을 손쉽게 파악한다. 오픈 티켓이 있는 

사용자를 캠페인에서 제외하거나, 곧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미리 연락할 수 있다.

Salesforce: 연동 서비스로 양방향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영업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360도 고객뷰를 제공한다. 영업 사원에게는 잠재고객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주고, 동시에 지원팀은 전체 고객 프로필에 액세스해 

고객과 더 나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Tray.io: 전체 기술 스택을 통합하고 복잡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원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열람하도록 지원해 고객의 요구를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shopify-for-zendesk/
https://www.zendesk.kr/customer/spartan-race/?_ga=2.95609308.1563680369.1629123459-1096683955.1623943148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mailchimp-activity/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klaviyo/
https://www.zendesk.kr/salesforce/?_ga=2.101322305.1563680369.1629123459-1096683955.1623943148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tra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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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어디에 있든 함께 협업하라
앱은 팀을 하나로 연결시켜 원격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 세계가 원격 근무로 전환되면서 CX는 차별화 요소로 빠르게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객 중 75%는 우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의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80%는 한 번 이상 불쾌한 경험을 
한 후에는 등을 돌리고 경쟁사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즉, 모든 부서가 
함께 협업해야만 고객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Zendesk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앱을 사용하면 협업 
도구를 통합해 직원이 각 분야 전문가와 손쉽게 연결하고, 부서 간 
지식을 공유하며, 가장 생산적인 팀 간 지식 공유, 가장 생산적인 
지원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례 탐구

Atlassian: 협업을 위한 도구에 강력한 기능을 더해준다. 지라(Jira), 

트렐로(Trello), 스테이터스(Status) 페이지, 옵스제니(Opsgenie)와 

연동해, 고객 지원팀과 운영팀, 엔지니어링팀이 각 부서에 필요한 

가시성을 확보하여 고객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Zoom: 마찰 없는 화상 회의와 웹 회의를 제공하는 줌의 기능을 

상담원에게 그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상담원은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도 줌 미팅을 시작하고 녹화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Asana: 원활한 업무 관리 플랫폼을 통해 미래형 업무 방식을 개척해 

나간다. 티켓을 아사나 프로젝트 작업과 연결해 고객 문의를 보다 

빠르게 에스컬레이트하고 사내 타부서와 협업할 수 있다.

Microsoft Teams: 통합된 단일 공간을 갖춘 기업에 채팅과 협업 기능을 

지원한다. 마이크로소프트 팀 사용자는 티켓 알림을 받고 원하는 도구 

안에서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

Slack + Zendesk

2020년 초 코로나19로 전 세계 학교에 휴교령이 

내렸을 때 비영리 교육 단체인 칸 아카데미의 온라인 

트래픽은 하룻밤 사이에 거의 2.5배 이상 증가했다. 

강사들은 원격 학습 과정과 일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고,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에 적응하고 

화상 회의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다. 칸 

아카데미는 이를 위해 Zendesk의 슬랙 연동 

서비스를 사용하여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했다.

"Zendesk-Slack 연동을 개발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커뮤니티의 통찰력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매주 

업무가 끝날 무렵, 지원팀의 모든 직원에게 한 주간 

관찰한 주요 고충점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추가 

필드에 동향이나 통찰을 기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담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든 강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흔히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제품 작업으로 

귀결된다"고 칸 아카데미의 고객 지원 책임자 로리 

르뒤크는 설명한다.

https://www.zendesk.kr/customer-experience-trends/?_ga=2.269215025.1563680369.1629123459-1096683955.1623943148
https://www.zendesk.kr/atlassian/?_ga=2.100732481.1563680369.1629123459-1096683955.1623943148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zoom/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asana/
https://www.zendesk.kr/microsoft-teams/?_ga=2.100732481.1563680369.1629123459-1096683955.1623943148&demoStep=personal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s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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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zo + Zendesk

카이조는 Zendesk를 사용하는 고객 지원 

담당자들을 위한 성과 관리 플랫폼이다. 실시간 

통찰력, 품질 보증, 게임형 능력 개발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이조는 일본어로 개조를 뜻하는 

단어다.

공동 창업자겸 CEO인 크리스토프 아우어-

웰스바시는 "고객 지원은 우리의 만트라"라고 

말한다.  "성과 목표를 직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동기부여와 참여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유익한 

부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자가 

자신의 성과를 발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Sit Down Startup 팟케스트 ] 크리스토프 

아우어-웰스바시편 듣기

03고객 서비스 팀에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라
분산된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앱을 찾아라!

2020년에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근무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최대 규모의 재택근무 실험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툴에서부터 원격 팀 관리 방식까지 업무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출시된 고객 경험 트렌드 보고서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은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당면과제는 원격 근무로의 전환이라고 
밝힙니다.

원격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관리하고 집중력과 동기 부여를 
유지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변화 속에서 직원은 
더욱 유연해야 하며, 고객 서비스 업무는 이제 점점 더 다양한 
채널에서 작업해야 하는 추세입니다. Zendesk의 앱 연동은 티켓 
양과 급증률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직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안심하고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신입 사원을 원활하게 
채용, 교육하고, 성과를 파악하여 상담원과 고객을 더 큰 만족도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 탐구

Tymeshift : 예측, 일정관리, 데이터 관리와 같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므로, 상담원은 우수한 고객 지원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수 있다.

Agyle Time: 실시간으로 직원을 예측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므로, 업무량에 맞게 인력을 정확하게 배치해 비즈니스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MaestroQA: 간소화된 QA 프로세스를 제공해 실시간 성과 통찰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객과 상담원 경험에 있어 격차와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게 지원한다.

Playvox: 품질 보증, 성과, 코칭, 동기를 부여하는 도구를 사용해 상담원 

최적화를 통합해 관리한다. 직원에게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원의 웰빙까지 관리한다.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kaizo/
https://podcasts.apple.com/ie/podcast/kaizos-christoph-auer-welsbach-on-hacking-zendesk-marketplace/id1521319657?i=1000522133190
https://podcasts.apple.com/ie/podcast/kaizos-christoph-auer-welsbach-on-hacking-zendesk-marketplace/id1521319657?i=1000522133190
https://www.zendesk.kr/customer-experience-trends/?_ga=2.264290639.1563680369.1629123459-1096683955.1623943148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tymeshift-workforce-management/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agyle-time-wfm-from-playvox/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maestroqa/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playvox-integration-for-zendesk-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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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 Zendesk

DTC 업체 쉐이퍼민트(Shapermint)는 아다의 

대화형 봇을 출시하고 빠른 결과를 얻었다. 이 

챗봇은 Zendesk의 티켓팅 및 메시징 시스템과 

통합되어, 필요할 때 라이브 상담원에게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다. 이 덕분에 고객 참여도는 15% 증가, 

고객만족도 점수 98%까지 도달, 라이브 상담원 

매출 비율은 50% 증가했다. 아다는 쇼피파이와 

챗봇 연동을 통해서 고객에게 실시한 주문 현황을 

알러줌으로써 '주문 처리 현황'에 대한 문의 중 75%

를 해결한다. 챗봇은 이 같은 연동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때 상담원에게 실시간으로 

주문 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상담원은 교환과 반품 

요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04AI로 고객 경험을 개선하라
대화형 챗봇과 자동화로 고객 지원을 강화하라 

고객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메시지 전송률이 
급증하면서 고객 서비스에서도 AI와 챗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2020년에 급증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AI 기반 챗봇으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사용률이 낮은 
편입니다다. 따라서 AI를 구현하면 비즈니스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챗봇이 주문 상태 확인과 같은 간단한 요청과 특히 정규 업무시간 
외에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유용하다고 전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는 
Zendesk와 연동해 티켓 판매량을 줄이고 지원 비용을 절감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챗봇 앱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티켓을 라우팅하고 태그를 
지정하며, 감정을 분석하고, 적절한 매크로를 상담원에게 제안할 수 있는 
AI 기반 앱도 마련되어 있어, 상담원 효율성이 높아 고객 쿼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탐구

Solvvy: AI의 효과를 이용해 고객이 어떤 채널에서든 개인화된 경험을 

조정하고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거 티켓 데이터와 자연어 처리 방법을 교육하여 고객의 의도를 파악한다.

Certainly: 전자상거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봇 플랫폼. 결제 시 사용자를 

돕고 반품 처리와 같은 작업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AI 비서를 직접 

구축할 수 있다. 이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인다.

Ultimate.ai: 모든 채널에서 지원 요청을 자동화하여 통합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 Zendesk 트리거 및 액션과 연동하고, 백오피스 시스템을 연결하고, 

플랫폼 간에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다. 

Cleverly: AI 지원 플랫폼을 도입해 수작업을 없애고 생산성을 높인다. 들어오는 

티켓을 분류, 선별하고, 상담원에 관련 매크로를 제안하며,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여 더 빠른 고객 지원을 제공한다.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ada-for-support/
https://www.zendesk.kr/blog/customer-service-trends/
https://www.zendesk.kr/blog/customer-service-trends/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solvvy/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certainly-ai-chatbot-agent-for-support/
https://www.zendesk.com/apps/chat/ultimateai/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clev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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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지원 팀의 생산성 개선을  
뒷받침하라 
앱을 제대로 사용하면 직원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워크플로우와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애자일 능력을 구축하려면, 지원팀은 타 부서 간의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고 상담원에 대한 요구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여 고객 정보를 여러 
화면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과 같은 반복 작업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당사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성과가 좋은 고객 지원팀을 보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이러한 워크플로우 관리 툴을 2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앱과 연동하면 지원팀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례 탐구

Myndbend: 상담원이 HR 온보딩, IT 변경 관리, 상담원 또는 고객의 

승인을 비롯해 Zendesk에서 맞춤형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손쉽고 

유연한 방법을 제공하고, 티켓을 처리해야 할 때 상담원에게 알림을 

보낸다.

Sparkly: 상담원과 팀장에게 사전 구축된 18개의 앱을 통해 티켓 및 고객 

세부정보 내보내기, 일시 중단된 티켓 관리, 티켓에서 직접 실시간 통찰 

액세스와 같은 수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Brightreps: '드래그 앤 드롭(끌어 놓기)' 플로우 빌더를 사용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티켓 기준에 따라 워크플로우를 제안하며, 

완료된 단계와 완료에 걸리는 시간과 같은 프로세스 분석을 조회한다.

Sweethawk + Zendesk

2006년에 설립된 제로(Xero)는 전 세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회계 소프트웨어 

회사로, 2020년에는 180여 개국에 2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했다. 제로는 고객과 상담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Zendesk를 사용해 모든 데이터와 

지원 툴을 연동하고 있다. Zendesk 스위트호크
(Sweethawk)의 앱을 통합함으로써 큰 효과를 

얻었고, 제로의 IT 솔루션 아키텍트인 댄 보우덴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찍부터 Zendesk의 기능을 

확장하고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연동 서비스도 

검토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연동 서비스는 캘린더 

앱이었다. 변경 관리 프로세스를 마무리하고, 회계 

업무를 지원하며, 일부 수동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필요했다"고 덧붙인다.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myndbend-process-manager-lite/
https://www.zendesk.com/apps/directory/?query=sparkly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brightreps-sidekick/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sweethawk-super-suite/
https://sweethawk.co/casestudy-xero
https://sweethawk.co/casestudy-x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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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pilot + Zendesk

Homebridge는 주택 소유자들과 손을 잡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관련 지원과 정보,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객 서비스와 고객 만족을 유지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대출업체가 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의 핵심 요소다. 홈브릿지는 개방형 리뷰 

플랫폼인 트러스트파일럿(Trustpilot)과의 

Zendesk 연동 기능을 통해 상담원이 고객 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내부 

문제를 파악하는 동시에 고객에게는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홈세이드(Homesaid)의 대고객 경험 및 분석 

담당이사인 벤 챕먼은 트러스트파일럿과 같은 

연동을 통해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고객을 파악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고객 뿐 

아니라 잠재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힌다.

06고객 만족도를 측정하고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라
앱을 활용해 고객 지원 및 제품 경험을 개선을 위한 피드백 수집하라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세요. 수많은 회사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기업은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면 트렌드를 직시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알게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Zendesk의 앱과 연동 서비스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설문조사를 보내는 노코드 온라인 양식 빌더와 자동화 기능을 
통해 피드백을 수집하는 작업을 빠르고 초간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례 탐구

SurveyMonkey: 피드백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고객의 응답을 쉽게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대상 목록에 설문조사를 보내고 각 세그먼트에 맞춤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모든 작업은 Zendesk 안에서 가능하다.

Qualtrics : 고객 데이터를 수집, 관리, 처리한다. 피드백을 마무리짓고, 

Zendesk 이벤트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인바운드 티켓팅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

Stella Connect: 실시간 고객 피드백, 품질 관리 및 코칭을 통해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Zendesk 애널리틱스와 통합된 성과 통찰력으로 

상담원 참여와 고객 만족도를 촉진한다.

Surveypal: 주요 고객 경험 메트릭스를 추적하고, 설문조사 응답률을 

높이며, 담당 직원에게 직접 긍정적인 고객 피드백을 전달해 좋은 성과를 

달성한다.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trustpilot-reviews/
https://www.zendesk.kr/customer/homebridge/?_ga=2.32637438.1563680369.1629123459-1096683955.1623943148
https://www.zendesk.kr/blog/customer-feedback-forms/
https://www.zendesk.kr/blog/customer-feedback-forms/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surveymonkey/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qualtrics/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stella-connect/
https://www.zendesk.com/apps/support/survey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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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연동으로 초강력  
CX 구축
고객이 한결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팀을 지원하고, 

조직의 모든 부분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Zendesk 마켓플레이스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워크플로우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Zendesk 마켓플레이스와 
함께 시작하세요.

https://www.zendesk.kr/apps/directory/
https://www.zendesk.kr/apps/direc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