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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브랜드들은 탁월한 고객 서비스와 경험을 통해 차별화합니다. 

규모에 맞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서비스팀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복잡성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인텔리전스, 시간 절약형 자동화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영상 업계의 선두를 달리는 SaaS 기업 Vimeo는 영상 크리에이터들에게 다양한 기기로 고화질 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Vimeo는 지난 몇 년 동안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화 및 공유 받은 편지함 같은 기존 지원 도구는 매뉴얼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디지털 지원을 제공하고, 성과 보고서를 생성하고, 여타 주요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Zendesk는 Forrester 컨설팅에 Zendesk를 사용하는 대기업의 의사 결정권자 7명과 인터뷰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용과 이점, 유연성,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총 경제 효과™(TEI)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도록 의뢰했습니다. 본 연구에는 고객 사례로 'Zendesk, Vimeo에 고객 지원 운영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을 공급' 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Zendesk, Vimeo에 고객 지원
운영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을 공급

“Zendesk를 선택하여 고객 지원 조직에 체계와 틀을 
도입했습니다.”

시스템·서비스 기술 담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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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meo가 가진 문제점

•	 디지털 고객 지원팀의 체계 부족

•	 확장 불가능한 수작업 도구

•	 추적·보고 기능이 취약한 레거시 도구 

•	 최소한의 리소스 투자로 고객 지원 시스템을 다른 

주요 애플리케이션과 신속하게 연동해야 했음

Zendesk 구현과 동시에 Vimeo가 
얻은 이점

•	 청구·환불 문의를 Zendesk의 지식창고와 

커뮤니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셀프 서비스 

채널로 돌려 티켓 수를 30% 줄임

•	 다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고객 

경험과 상담원의 효율성을 개선

•	 고객 문의를 올바른 담당 팀에 전달하고 고객에 

대한 전후상황을 전달하여 응답 시간을 단축

•	 보고 기능과 고객 문의에 대한 인사이트 향상

•	 전반적인 상담원 경험 개선“Zendesk 빌드는 정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었고, 
지원하는 데에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서비스 기술
담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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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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