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endesk에 
투자하세요!
금융 서비스 업체가 개인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고객 서비스 솔루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예고되는 
가운데, 현 경제 상황은 근래 들어최악의 위기 
중 하나입니다. 금융 서비스 업체의 경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의 여파로 소비자들은 수준 
이하의 고객 서비스에 대해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2022년 Zendesk 고객 경험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60% 이상의 고객이 단 한 번의 나쁜 경험을 
겪는다면 해당 업체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합니다. 
Zendesk는 금융 서비스 업체가 개인화되고  
안전한 옴니채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I, 셀프 서비스 확대: 관련성이 높은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고객이 원하는 답변을 직접 
찾을 수 있게 해 티켓을 줄임으로써 상담사가 가치 
높은 고객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선사하는 에코시스템 구축: 
고객의 행동을 한눈에 파악하여 보다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규 시장 진입 업체와의 경쟁
•  낙후된 고객 센터
•  고객 여정의 세부정보는 물론 고객 정보도  
   전달해 주지 못하는 구식 전화 시스템
•  반복적인 질문과 기술적인 질문의폭주
•  타사 소셜미디어와 메시징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티켓 수 증가
•  업데이트·유지보수 작업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움 FAQ 페이지
•  계정당 평균 매출(ARPA)을 확대하기어려움
•  초개인화 작업의 어려움
•  부적합한 분석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로 전환: 데이터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원활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 대화식 메시징, 
상황별 제품과 서비스, 보상, 옴니채널 경험을 통해 
경쟁업체와 차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중 은행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레거시 
시스템을 지목한 은행가의 비율(출처: Intellias)

46%

Zendesk만의 장점

금융 서비스 업계가 직면한 문제점

https://www.zendesk.kr/customer-experience-trends/?_ga=2.842673.1854494390.1662665016-1247307630.1662665016
https://www.zendesk.kr/service/messaging/
https://intellias.com/modernizing-legacy-banking-systems-how-to-get-it-right/


고객 경험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고

일반적인 지점을 운영하는 주요 금융 기관들은 아직도 오늘날의 금융 소비자들에게 통하지 않는 구식 비즈니스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위해 강력한 디지털 입지를 다진 금융 서비스 업체는 기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쟁사보다 확실한 이점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개인화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다 낮은 운영비로 고객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안 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은행
고객 관계에 대한 가시성, 대기 시간 단축,  
제품 출시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  일반 은행
•  대출 기관
•  모기지 제공업체
•  상업 은행

자본 시장
여러 채널에서 고객의 행동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합니다.
•  자산 관리
•  증권 회사
•  뮤추얼 펀드, ETF

보험사
보험 청구와 정책 변경 요청을 바탕으로 트리거와  
같은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관리합니다.
•  생명 보험
•  손해 보험

핀테크
사전 예방적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완전한  
고객뷰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은행
•  결제 업체
•  선구매후지불(BNPL)
•  암호화폐

사용 사례

금융 서비스 업계를 위한  
Zendesk의 이점
•  대규모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
•  개인 맞춤형 경험으로브랜드  
   차별화에 성공
•  고객 참여를 유도하는경험 제공
•  안전한 데이터 관리로 고객의신뢰 구축
•  애널리틱스를 활용해 개선에박차
•  새로운 솔루션을 신속하게설계하고  
   도입
•  수작업을 자동화
•  CSR 효율성 개선



Zendesk 금융 서비스는 어떤 
원리인가요?
은행, 자본 시장, 핀테크, 보험사는 자사 브랜드에 맞춘 Zendesk 서비스를 사용해 원활한 옴니채널 경험과 AI 
기반 셀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대화식 메시지, 상황별 제품과 
서비스, 보상, 옴니채널 경험을 
통해 경쟁업체와 차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도구 및 파트너사와 통합해 
고객의 행동을 한눈에 파악하여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고의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고객이 원하는 답변을 직접 찾을 
수 있게 해 상담사의 티켓 업무를 
줄입니다.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로 전환

원활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

고객에게 가치를 선사하
는 에코시스템 구축AI, 셀프서비스 확대



고객 사례:
Nubank
Nubank는 2013년 문을 연 브라질 핀테크 업체로,불과 6년 만에 서구 시장에서 가장 큰 온라인 은행으로 
발돋움했습니다. Nubank는 Zendesk Support를 사용해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업무를 지원하고, Zendesk API로 
상담원들에게 전체 고객뷰를 제공하는 등 고객 서비스에 대대적으로 투자합니다.

Zendesk는 고객 관계 개선을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서비스 제일 CRM 기업입니다. Zendesk는 
기업에 유연성을 더해주며, 기업은 이를 통해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에 집중하며, 성장에 맞춰 확장할 수 있습니다. 
Zendesk 금융 서비스는 비효율적이고 값비싼 프로세스를 없애는 동시에 고객 경험을 업그레이드하는 안전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벽한 고객 경험 솔루션입니다.

Zendesk 금융 서비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Dennis Wang

Nubank 운영 부사장

"Zendesk는 상담원에게 업무 역량을 부여하고 응답 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Zendesk API를 사용해 각기 다른 모든 시스템을 연결하고, 상담원에게는  
고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고객뷰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을 덕분에 고객 중심의 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감동' 순간

Zendesk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46% 800 6천개 이상
월별 티켓 수 상담원

https://www.zendesk.com/customer/nubank/
https://www.zendesk.kr/service/
https://developer.zendesk.com/documentation/?_gl=1*tw68b*_ga*NTMzMDg1MTkyLjE2NTc2NDU2MDY.*_ga_FBP7C61M6Z*MTY1ODUxMjQ0My40LjEuMTY1ODUxMzA0MC42MA..&_ga=2.52912168.1868971661.1658512443-533085192.1657645606&_gac=1.220931946.1657645608.CjwKCAjwt7SWBhAnEiwAx8ZLaiPugf5TaRRd-BtNSVGixuAW_k3pQfnOuM4lTh21BPyEBxvti3de2BoCCkYQAvD_BwE
https://www.zendesk.kr/financial-services/
https://blog.nubank.com.br/atendimento-wow-vai-ter-sh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