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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메시징을 선호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작년 한해, 고객 중 64%가 새로운 방식의 

고객 서비스를 시도했고, 그 중 대다수는 웹, 모바일, 소셜 

메시징 채널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기 메시징 

앱을 통한 채팅 상담이 급증했으며, WhatsApp의 경우 

고객 상담 지원이 101%나 증가했습니다.  

메시징은 대화 중심의 편리하고 개인화된 고객 지원 

수단으로, 고객과 기업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고객은 일상 생활에서 메시징을 즐겨 사용하고, 

이제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채널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기업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고객 서비스는 앞으로 대세가 될 것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메시징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범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대화형 서비스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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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어디에서나 메시징을 사용합니다. 전 세계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WhatsApp과 같은 메시징 앱을 사용해 지인들과 소통합니다. 기업 역시 고객 
서비스 전략에 메시징을 도입해 대화형 고객 지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메시징, 고객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시간 채팅은 기업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즉각적인 
편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대화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와 달리 메시징의 경우, 대화가 실시간 또는 비동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돌아와 대화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이 채팅에 
저장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또는 천천히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에 있어 메시징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대화를 
시도하든 WhatsApp, 인스타그램과 같은 인기 소셜 메시징 
앱을 사용하든 간에, 고객은 문의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상담원은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후맥락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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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징이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 

도전과제

멕시코에 본사를 둔 페이조이(PayJoy)는 전 세계 

수십억에 달하는 고객이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전 페이조이의 고객지원 

시스템은 체계 없이 서로 분리된 채널에서 운영되어 

상담원의 생산성 뿐 아니라 고객 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솔루션

페이조이는 WhatsApp과 헬프 데스크를 연동해 

다수의 상담원을 메시징에 배치하고, 단 몇 분 안에 

상담원들이 수백건의 문의에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성과

WhatsApp 덕분에 페이조이의 서비스 수준 협약서
(SLA)는 24시간에서 1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요청을 WhatsApp으로 처리함으로써 

인바운드 전화량이 60% 급감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곧바로 전화를 거는 
고객들이 있는데, 그 사이 
상담원이 전후상황을 
파악하기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깁니다.

Gib Lopez
PayJoy 공동창립자 겸 최고운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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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징의 장점

메시징을 통해 고객과 기업은 실시간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 고객은 잠시 대화를 중단했다가 차후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융통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웹, 
모바일, 소셜 메시징 앱 등 고객이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채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덕분에 고객은 평소 즐겨 
사용하는 메시징 채널을 사용해 기업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응답하고 대화가 끊길 염려 없이 멀티태스킹을 
즐겨보세요. 상담원은 편리한 단일 워크스페이스에서 
이메일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채널과 함께 메시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챗봇과 자동화를 활용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응답 
시간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거나, 고객이 직접 답변이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같은 고객과 여러 번 상담하는 
경우, 대화 전체가 저장되기 때문에 상담원은 고객에게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니즈를 충족하는 유니크한 대화형 고객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타사 솔루션을 통합해 결제, 양식, 리치 콘텐츠, 
고도의 AI 챗봇과 그룹 메시징까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대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Zendesk의 메시징 서비스는 기업이 풍부한 대화형 경험으로 웹과 모바일, 소셜 
채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빠르고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유연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완전한 맞춤화가 가능합니다.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상담원의 생산성과 효율성 
강화

비즈니스 시스템을 고객 서비스에 
통합 

한결 신속하고 개인화된 
고객 지원

2020년에 고객 경험은 순수한 고객 관리에서 한 단계 발전해 리드 창출이나 판매, 마케팅을 
비롯해 투자수익율이 더 높은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2021년에도 이러한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광고를 이용해 대화형 고객 경험를 제공하고 고객은 언제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메시징을 통해 구매 여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Rob Lawson 
구글 파트너사

https://www.zendesk.kr/service/mess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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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메시징을 통해 최종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갖출 수 있으며, 이로써 전략을 재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대치와 기회가 수반됩니다. 본 
섹션에서는 기업이 공통적으로 겪는 도전과제 및 사업 
운영 지역과 업종, 디지털 역량 등을 고려해 메시징을 
도입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합니다. 

모범 사례: 메시징을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방법



메시징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 8가지 모범 사례 8

모범 사례 1

자동화를 통해 인바운드 
통화량 감소

문제

"쏟아지는 고객 문의를 전부 
감당할 수 없어요."

메시징의 효과

즉시 사용 가능한 자동화 기능으로 
관련 도움글을 가져오거나 자주 
묻는 질문에 응답해 인바운드 
통화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챗봇이 아닌 사람과의 상담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상담원을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결과

고객만족도 상승 
 최초응답시간 감소

실천 사항 

• 자동화를 최대한 활용: 자동화할 수 있는 공통 주제, FAQ 및 
관련 헬프 센터 도움글을 파악하세요.

• 고객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 빠른 응답으로 해결 방법을 
마련하세요. AI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 업무가 복잡해지는 
상황을 막습니다.

•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바로 상담원과의 통화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성이 가장 높은 고객 정보를 미리 파악하면 
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정보 수집을 위한 맞춤형 워크플로우 확립:  관련 문제,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상담원 연결 시 유용한 전후맥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Zendesk의 Answer Bot을 
사용하면 고객 지원 메시징을 
자동화하고, 고객의 문의에 
대한 중요 전후상황을 
파악하고, 고객을 상담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https://www.zendesk.kr/service/answer-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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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2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로 지원을 
제공해 고객 편의 개선 

문제

"고객이 우리의 연락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빠른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로 요청합니다." 

메시징의 효과

웹, 모바일 앱, 소셜 채널을 통해 
메시징을 제공해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고객 지원을 
제공하세요.

결과

고객만족도 상승
최초응답시간 감소

실천 사항 

•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징 환경 조성: 고객이 메시징을 통해 
연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변심하기 마련입니다. 헬프 센터, 
모바일 앱, 소셜 채널을 망라해 고객은 가장 편리한 채널을 사용해 
연락하는 편이므로, 고객이 대화를 시작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기 메시징 채널 강조: WhatsApp을 통해 고객 지원을 
제공한다면, 고객 서비스 페이지에 WhatsApp 비즈니스 
전화번호를 표시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WhatsApp 
버튼을 넣어보세요.

• 검증된 프로필로 신뢰도 향상: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메시징 채널에서는 기업이 공식 프로필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기업의 공식 계정과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 프로필을 통해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 트렌드 따라잡기: 해당 지역에서 큰 인기가 없는 소셜 채널까지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만약 한국의 패션 소비자가 주력 
시장이라면, 카카오톡처럼 한국인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앱을 통해 
연락하세요. 고객이 실제로 선호하는 채널에 고객 경험을 
집중하세요. 

• 대화에 고객만족도 설문 추가: 고객 피드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화에 고객 만족 설문조사를 추가해 고객의 고충과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zendesk.kr/service/messaging/whatsapp-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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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App과 Zendesk의 
연동을 통해 고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메시징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메시지를 
보내고 자동화 도구를 
연결하여 고객에게 항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크린샷)

도전과제

2007년 창립된 돔룸무버스
(Dorm Room Movers)는 MZ 
세대 고객과 소통하고 이들을 
만족시킬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솔루션

돔룸무버스는 셀프 서비스, 헬프 
센터 도움글 추천 및 데이터 수집 
기능을 모두 갖춘 메시징 기능을 
웹사이트에 도입해 챗봇에서 
상담원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성과

돔룸무버스의 메시징 상담 
티켓량은 20% 증가했습니다. 

메시징이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 

https://www.zendesk.kr/service/messaging/whatsapp-facebook/
https://www.zendesk.kr/service/messaging/whatsapp-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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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3

중요한 고객 정보 확보를 통해  
상담원의 업무 효율 강화 

문제
"상담원이 고객 경험에 대한 통찰이 
전혀 없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어요."

메시징의 효과
수작업 데이터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고객이 상담원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고객이 누구인지 
알고 어떤 문의를 할 지 예상하면, 
고객은 문의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
평균 해결 시간

실천 사항 

• 선제적인 고객 정보 확보: 고객의 이름, 연락처, 문의 관련 
세부사항 등은 상담원의 전후맥락 및 라우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채팅 중에 챗봇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대화 내역 기억하기: WhatsApp을 통해 애완견 산책인과의 
대화 내역을 훑어볼 수 있듯이, 고객과 상담원은 메시징 기능을 
통해 챗봇과의 대화를 비롯한 모든 대화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한층 개인화된 고객 지원을 제공하세요. 

• 모든 상담 대화를 한 곳에 통합:  모든 지원 채널을 한 곳에 모은 
통합형 워크스페이스가 있으면, 상담원은 이메일을 비롯한 다른 
채널에서 고객과의 대화를 조회할 수 있고, (기능 연동 시) 구매 
내역과 같은 고객 행동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Zendesk의 상담원 
워크스페이스에서 이메일과 
전화 등의 다양한 지원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 상담원은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모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zendesk.kr/service/agent-workspace/#unify
https://www.zendesk.kr/service/agent-workspace/#un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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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4 

웹과 모바일 앱에 구축된 고객  
지원을 통해 구매 절차 간소화

문제
"고객들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응답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메시징의 효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지원 
채널을 추가해 고객이 올바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빠르고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결과
매출 증가
장바구니 포기 감소

실천 사항 

• 핫스팟 파악: 고객이 특정 페이지에 머무르거나 고객 지원 
팀과의 연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메시징을 통해 고객이 있는 
곳에서 곧장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고객이 웹사이트 상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아주 
작은 노력이 매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접점 만들기:  제품 페이지, 헬프 센터, 또는 비즈니스 앱 
어디에서나 팝업 메시징을 통해 고객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고객 여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울러, 고객이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고객을 기다려보세요. 

• 매출 증대:  메시징을 통해 제품을 추천하거나 결제 기능을 
추가하면 구매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영업: 프로모션과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고객이 새로운 제품을 시도하도록 
장려해보세요. 

Zendesk를 사용하면 주문 
시작 페이지에 메시징 기능을 
추가하고, 활동 내역을 
기반으로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거나, 새로운 프로모션 
및 제품을 홍보해 단골 고객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

https://smooch.io/?utm_source=zendesk.co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conversations-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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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5 

대화 내 고객 경험 통합

CX  트렌드

출처: CX Trends

문제
"고객 경험이 단절되어 있어, 
고객이 채널을 옮길 때마다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메시징의 효과
사용자는 메신저를 통해 
대화창에서 결제, 예약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더 나은 고객 참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
고객만족도 상승
협업 증진
더 안전한 고객 데이터
매출 증대

실천 사항 

•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결: 고객 서비스 플랫폼을 전자상거래 
시스템, 예약 시스템, 세일즈 CRM 및 마케팅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연동하면 상담원은 완전한 고객뷰를 확보할 수 
있고, 고객은 대화창에서 양식 기입, 자리 선택, 일정 선택 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그룹 채팅 활용:  고객 및 파트너사를 그룹 채팅으로 연결하면 
상담원, 판매자, 구매자, 배송인 및 관련된 모든 사람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고객 관계 확대: 메시징을 사용하면 대화 시작 전에 알림을 
보내거나, 대화 진행 중에 피드백을 확보하거나, 대화 종료 후에 
후속작업 진행 등 평범한 고객 지원의 경계를 넘어선 고객과의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CX 성과가 가장 높은 기업은 개발자 
를 활용할 가능성이 1.5배 높습니다

1.5배

https://www.zendesk.kr/customer-experience-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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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6

메시징 서비스에 대비한  
직원 교육
바퀴의 발명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된 지원팀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메시징은 
고객과의 실시간 대화는 물론 오랫동안 진행 중인 
대화를 모두 포함하므로, 메시징 업무에 상담원을 
배치하는 세션 기반 실시간 채팅이나 전화 통화와 
같은 실시간 채널에 배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담원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담 수를 뜻하는 
병행성 역시 실시간 채팅과 메시징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에서 활성 대화 수는 세 개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급하지 않은 
문의라면 메시징 채널에 더 많은 대화 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 직원 배치를 통해 상담원은 메신저와 
이메일, 전화 등의 다양한 채널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언뜻 엄청난 멀티태스킹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루 중 피크 시간 대에 
다수의 대화를 처리한다면, 상담원 일부를 메시징 
업무에 전담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켜져 있는 메시징 

상담원이 즉시 상담을 할 수 없을 때에도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응답 또는 챗봇이 상담 가능 시간을 
알려주거나, 고객의 셀프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천 사항 

• 상담원 인원수 계산: 조직에 따라 지원 요건도 다르고, 이에 
따라 필요한 직원 배치도 달라집니다. 상담원의 경력과 제품의 
복잡성, 자사의 디지털 자산이 처리하는 트래픽의 규모에 따라 
가장 바쁜 기간에 필요한 상담원의 인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담원 교육: 상담원이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식을 지원해주세요. 상담원의 경험이 풍부할 수록 
고객만족도를 타협하지 않고도 더 많은 문의를 처리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문의는 상담원 간의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원 연결 시, 전반적인 대화 내역과 전후맥락을 
함께 제공하면 고객도 만족하고, 사내 협업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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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최대 이용 메시징 앱
WhatsAppFacebook Messenger ViberWeChat Line KakaoTalk

출처: SimilarWeb

모범 사례 7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징 앱을 선택
전 세계 다양한 지역마다 메시징 앱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이폰의 iMessage, 
안드로이드의 Messages와 같이 기본 내장된 메시징 기능에 만족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앱을 사용해 가족, 친구들과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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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App
Messenger
Instagram 

중남미
WhatsApp은 중남미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중남미에서 
WhatsApp을 통해 티켓을 요청하는 Zendesk 고객수는 나머지 지역을 
다른 합친 것보다 많았고, 작년 한해에만 중남미에서 WhatsApp 
이용량이 96%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시징 마켓은 페이스북 계열 앱이 지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WhatsApp은 112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팅 앱이며, Facebook Mesenger는 (미국 포함) 57개국에서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1

사용하는 메시징 앱

Messenger
iMessage & 문자
Instagram
Snapchat
Discord
WhatsApp

북미
북미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Facebook Messenger, iMessage, 
SMS를 사용해 연락합니다.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MZ 세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디스코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한편 동남아, 
중남미, 중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다수의 이민자들은 WhatsApp을 
즐겨 찾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비즈니스 메시징 솔루션을 사용하면 12억명의 
인스타그램 사용자가2 브랜드와 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같은 
인스타그램을 사용해 쇼핑하고, 채팅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익숙한 MZ 세대 고객과 교류하는 기업에게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https://www.zendesk.kr/blog/messaging-apps-help-connect-immigrant-diaspora-communities/
https://www.zendesk.kr/blog/messaging-apps-help-connect-immigrant-diaspora-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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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화 중심의 고객 서비스” Zendesk — https://www.zendesk.kr/blog/messaging-trends/
2. “2021 페이스북 매출 및 사용 통계” — https://www.businessofapps.com/data/facebook-statistics/
3. “2016년-2021년 한국의 카카오톡 ” Statista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736561/number-of-kakaotalk-users-south-korea/ 

사용하는 메시징 앱

WhatsApp 
Telegram
Signal
Messenger

사용하는 메시징 앱

WeChat
KakaoTalk
Line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유럽⋅중동⋅아프리카에서 WhatsApp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소셜 미디어와 인기 메시징 
앱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Telegram, Signal과 
같은 암호화된 앱이나 VPN을 사용해 대화를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메시징 분야에서 암호화는 뜨거운 쟁점이며 사용자 역시 개인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활동가에서부터 언론인, 
스포츠팀, 열성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철저한 암호화 
기능을 탑재한 메시징 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국가마다 선호하는 메시징 앱이 다릅니다. 
호주에서는 Facebook Messenger가 가장 인기 있고, 인도,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WhatsApp을 선호합니다.

본토 및 해외의 중국인들은 WeChat을 주로 사용합니다. WeChat은 
기업이 고객의 앱 안에서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만능 메신저 앱입니다. 
한국의 경우, 5200만3명의 인구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럭셔리 
및 전자상거래 브랜드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카오톡과 협업합니다. 
일본, 태국, 대만에서는 라인이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징 앱으로, 3국의 일일 
활성 사용자는 7억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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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 8

종사 업계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채널 선택

업계 사례

종사 업계는 메시징 채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입니다. 
업계마다 성격이 다르고, 일부 업계는 타 분야에 비해 메시징 기능에 더욱 
익숙하고 정통합니다. 

금융 서비스

전자상거래 및 소매업

금융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메시징 기능을 
도입해 고객 문의를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를 통해 지원 양식을 안내하거나 잔액, 대출 신청 상태 등의 계정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입장에서는 이 
모든 대화가 하나의 통합된 작업공간에 저장되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추천 채널 
기본 메시징 앱이나 WhatsApp과 같이 공식 비즈니스 프로필을 갖춘 안전한 제
3사 앱

메시징 기능을 통해 평범한 디지털 상호작용을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된 대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78% 이상의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가 
구매 의향을 자극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개인화가 평균 주문 가치의 증가와 
장바구니 포기 감소, 고객 노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고객 충성도 
역시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천 채널 
스마트한 소비자들을 겨냥한 인스타그램, Facebook Messenger, 그리고 제품 
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내장된 메시징 기능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more-than-three-quarters-of-consumers-say-personally-relevant-branded-content-increases-their-purchase-intent-finds-new-study-from-onespot-and-marketing-insider-group-3003764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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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례

제조업

의료업계

테크놀로지 &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는 연결된 기기의 힘을 활용해 사전 유지보수가 필요함을 알리는 
경보를 비롯한 실시간 머신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메시징을 통해 사용자는 향후 유지보수에 대한 알림을 받습니다. 
데이터와 아웃바운드 알림을 함께 사용해 품질 보증과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천 채널 
기업이 알림과 업데이트를 원하는 사용자와 보다 선제적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WhatsApp

코로나 발생 후, 의료 기업들은 방대한 규모의 가상 수단으로 고객 경험의 
개선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가장 빠른 고객 응대와 해결 시간을 갖춘 의료 기업은 메시징을 통해 고객과 
소통할 가능성이 1.6배 높습니다.

추천 채널 
해당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소셜 메시징 앱, 그리고 
안전한 앱과 웹사이트에 내장된 메시징 채널

수많은 테크 기업은 작년 한 해 디지털 퍼스트 세상에 손쉽게 적응하며, 인력을 
배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 지원 뿐 
아니라, 사내 협업을 위해 메시징을 도입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추천 채널 
모바일 앱에 내장된 메시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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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중요 지표: 메시징 전략의 
성과 분석을 위한 KPI

분석 세부내용

대화량

평균 처리 시간  
(AHT)

평균 대화 지속시간

지원 채널을 통한 전체 대화와 소통

고객이 실시간 채널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끝마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대화가 지속되는 평균 시간 

메시징의 도입으로 이메일이나 음성 통화와 같은 기타 지원 채널의 대화량은 
감소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사용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상담원 
입장에서는 메시징을 통한 대화량이 많을 수 있지만, 꼭 동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메시징의 특성상 바쁜 시간대에도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평균 처리 시간은 전화 통화에 흔히 사용되는 통계 수치입니다. 총 대화 시간, 
대기 시간, 연결 시간을 더해 이를 통화 횟수로 나눈 값입니다. 메시징은 세션 
기반이 아니고 대화 내용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AHT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의 시작에서 상담원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인 총 해결 시간이 메시징 기능을 분석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더 여유 있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고객이 실수로 대화를 종료하는 상황 없이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평균 대화 지속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초 응답 시간 (FRT)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상담원의 
첫 응답이 나올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메시징은 비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최초 응답 시간을 짧게 유지하는 것은 
고객의 채널 이탈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 가능한 인원이 없는 경우 
자동 응답과 챗봇이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역할을 해낼 수 도 
있습니다.



메시징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 8가지 모범 사례 21

분석 세부내용

문제 해결률

고객만족도  
(CSAT)

서비스 수준 협약  
(SLA)

해결된 대화 상담량 

고객이 기업의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주요 성과 
지표 

기업과 고객 간의 서비스 레벨을 
정의하는 목표

상담원의 개입 없이 해결된 문의, 간접적인 해결 답안 및 해결 시간 중간값을 
나타냅니다. 상담원은 응답을 하기 전에, 동료 또는 외부 앱을 참고해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는 최초해결률 및 고객만족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고객은 자신이 선호하는 채널에서 브랜드와 채팅 상담을 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대화 내역 덕분에 같은 내용을 다시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시간과 고객 만족도 분야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은 메시징을 통해 고객과 소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방식의 고객 지원 센터에서 통용되는 80/20 SLA 규칙에 따르면 
고객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중 80%를 20초 안에 응답해야 하지만, 이 통념 
역시 메시징 기능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병행성, 활동 시간, 상담과 상담 사이의 유휴 시간과 같이 메시징의 
비동기성에 더 적합한 KPI를 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전과제
이탈리아의 여행 회사 위로드(WeRoad)
는 분산된 번호와 다수의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채널에서 고객 지원 
규모를 확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솔루션
위로드는 고객 지원 시스템에 WhatsApp
을 도입했고, 덕분에 상담원은 하나의 
통합된 작업공간에서 다수의 대화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과
위로드는 여러 개의 WhatsApp 번호를 두 개로 
줄이면서 비즈니스를 간소화하고 동시에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약판매 문의 
전담, 나머지는 판매 후 질문을 위한 
번호였습니다. 덕분에 상담원 생산성은 15% 
증가했고, 고객 지원 업무량은 10% 감소했으며, 
지원팀은 WhatsApp 메시징 상담의 90%를 2
시간 안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징이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 

https://www.zendesk.kr/blog/keeping-word-support-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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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메시징은 사람들의 선택 

메시징 앱의 인기는 그 어떤 채널보다도 빠르게 
성장했으며, 이는 고객과 브랜드의 소통 방식을 
빠르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개인적인 
대화형 메시징 앱은 기업과 고객 간의 대화를 
촉진합니다. 고객은 평상 시 사용하는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징은 다양한 고객 
지원 채널 가운데 가장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채널이지만, 새로운 고려사항과 날로 진화하는 모범 
사례를 고려할 때, 충분히 뛰어들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Zendesk는 메시징을 활용한 고객 
지원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www.zendesk.kr/service/messaging/
https://www.zendesk.kr/service/mess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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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desk 평가판을 
무료로 체험하고 메시징 
서비스를 시작하세요

여기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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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