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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 그 어떤 분야의 비즈니스라도 이 
오랜 격언에 공감할 것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변화는 비즈니스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불황의 전조에서 치솟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혼란, 지정학적 긴장까지, 그 어떤 기업도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비즈니스 계획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그렇기에 비즈니스 운영은 아주 힘겨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해냅니다. 용기와 창의성, 
회생력을 바탕으로 말이죠.

가장 성공적인 기업은 언제나 변화에 
적응하는 기민함, 새롭게 시도하는 겸손함, 
어려움을 견디기 위한 용기를 갖추고 낮은 
자세로 기다립니다. 상황에 맞춰 비즈니스 
관행을 조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번창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삶의 유일한 상수는 
변수이다"

헤라클레이토스,
그리스 철학자

민첩한 솔루션

• 폭발적인 성장세로 인해 고객 서비스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을 때, Unity 

Technologies는 지원 플랫폼의 활용 방식을 
최적화해 독자적인 셀프 서비스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Unity는 
130만 달러의 비용 절감과 93%의 CSAT 

점수를 성취했습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장애물 경주 및 인듀어런스 
브랜드인 Spartan Race가 팬데믹으로 인해 
인원을 감축했을 때, 남아 있던 상담사로는 
라이브 채팅 지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업은 지원 플랫폼을 개선해 
지원 채널을 확장했고, 덕분에 헬프 센터 
조회수가 40% 증가하고 CSAT 점수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Spartan Race

는 Shopify 이커머스 연동 기능을 추가해 27%

의 매출 신장을 이뤄냈습니다. 

• Dorm Room Movers가 Zendesk Suite 및 
통합 상담사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 실시간 및 비실시간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옴니채널 경험을 통해 더욱 
빠르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덕분에 잠재 고객 전환율이 79% 

향상되었습니다.

소개

https://www.zendesk.com/customer/unity/
https://www.zendesk.com/customer/unity/
https://www.zendesk.com/customer/spartan-race/
https://www.zendesk.com/customer/dorm-room-mo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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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고객 경험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오늘날 CX(고객 경험)는 기업의 비용 관리와 
성장 달성, 고객의 유지를 주도하는 강력한 
레버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X 

팀이 경영에 참여할 때, 글로벌 또는 국내의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기업은 더욱 경쟁력 
있는 포지션을 취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CX 트렌드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한번의 나쁜 
경험으로 경쟁사를 선택할 것이라 
답했고, 이는 2021년의 2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나쁜 경험이 
두번이라면 어떨까요? 고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60% 이상의 소비자가 작년의 위기로 
고객 서비스의 기준이 올라갔다고 
말하지만, 54%는 기업이 여전히 고객 
서비스를 뒷전으로 취급한다고 
말합니다. 기업의 성장은 고객 경험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기업 중 64%는 고객 서비스가 
비즈니스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 60%가 고객 서비스가 고객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 49%가 고객 서비스가 크로스셀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https://www.zendesk.kr/customer-experience-trends/?_ga=2.36383779.2071188545.1673537479-1381072232.1636388013&_gl=1*1y2gcyv*_ga*MTM4MTA3MjIzMi4xNjM2Mzg4MDEz*_ga_FBP7C61M6Z*MTY3MzU0NTQ2NC4zNC4wLjE2NzM1NDU0NjQuNjAuMC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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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력이 뛰어난 기업이라도 불확실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혁신적이며 
성공적인 조직은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존의 고객 지원 기술의 활용을 최적화해, 이를 
통해 운영 효율과 비용 절감을 이루는 동시에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작금의 
과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경기 둔화 또는 경기 불황 속에서 

CX 팀들이 마주하고 있는 5가지 뚜렷한 도전 

과제와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유의미한 전략을 
분석합니다. 

고객 경험의 품질을 타협하지 않고, 인력과 예산, 
시간이라는 자원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다른 고객이 변화에 
적응하고 평정을 유지한 방법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직접 실행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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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운영 비용 절감하기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CX 리더는 용기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고객의 
기대와 비용 절감의 압박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운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동화에 스마트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인공 지능(AI)과 상담사를 통한 개인화된 고객 
지원을 접목하면 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히 고객이 원할 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가치 높은 업무는 상담사에게 맡겨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고객 지원 소프트웨어는 또한 스마트한 
상담사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고, 상담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라이브러리와 커뮤니티 
포럼, 협업 도구를 지원해 누구나 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솔루션은 
한층 개인화된 고객 서비스와 더 빠르고 
만족스러운 문제 해결로 이어집니다.

실행 과제

자동화된 고객 지원 기술에 투자하거나 
이를 최적화해 지원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세요.

Zendesk 솔루션

• 상담사의 시간을 절약하는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도구, 교육 또는 인력에 추가 
투자하지 않고도 인바운드 업무를 줄이는 
자동화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줄이고 가치가 낮은 반복 업무를 없앨 수 
있습니다.

• 챗봇이 통합된 강력한 지식창고 및 
커뮤니티 포럼을 구축해 고객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세요.

• Teams와 Slack과 같은 공동 작업 
도구를 통해 상담사와 백오피스팀을 
연결해 이들이 고객의 문의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세요.

도 전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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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 Technologies는 130만 달러의 
운영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Unity는 상호작용적인 실시간 3D 컨텐츠를 
선도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게임, 애니메이션, 
자동차 및 건축 산업을 아우르며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폭발적 성장을 경험한 후, Unity는 추가 고용 
없이 지원을 확장하기 위해 Zendesk 활용을 
최적화했습니다. 

Zendesk의 자동화 및 셀프 서비스 옵션을 
추가하면서 Unity는 티켓량과 처리 시간을 
줄였고, Answer Bot에 정보를 제공하며 셀프 
서비스를 장려하는 FAQ를 비롯한 시간 절약 
워크플로우를 지원팀 전반에 구축했습니다. 티켓 
급증으로 부적격 사용자의 사기 활동이 기승을 
부리면서, Unity는 Zendesk를 통한 광고 사기 
웹 폼이라는 또 다른 자동화 솔루션에 
투자했습니다. 상담사 한 명이 간단한 결정으로 
이러한 티켓의 95%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Unity는 Zendesk의 셀프 서비스 덕분에 
약 8천 건의 티켓을 처리할 수 있었고, 130만 
달러의 비용 절감과 CSAT 93%라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Veyo는 관리자 및 상담사 인원을 줄여 연 
45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Veyo는 필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Medicaid 및 
Medicare 환자에게 비응급의료수송 (NEM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일 수요가 약 3만 5천 
건에 달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앙화된 
티켓 시스템과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를 관리할 
능력, 효율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필요해졌습니다. 

Zendesk 덕분에 Veyo는 모든 티켓 내역을 쉽고 
빠르게 열람하는 기능을 통해 문제 해결 시간을 
연 2,000시간 절약하고 시간 및 리소스의 낭비와 
중복 업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 45만 달러 감축하고 
87%의 CSAT 점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 사례

https://www.zendesk.com/customer/unity/
https://www.zendesk.com/customer/ve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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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지출 증가세 늦추기

시장 변화로 인해 많은 조직에서 전반적인 긴축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동결 
또는 예산 삭감을 겪고 있더라도 CX 성장의 
모멘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고객 서비스 
플랫폼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미 투자한 기술 솔루션에 구축된 다양한 기능과 
가능성을 자세히 탐구하고, 이를 통해 예산 범위 
안에서 기존 도구의 활용을 최적화하세요. 라이브 
채팅과 소셜 미디어, SMS처럼 다양한 채널에 
거쳐 활용할 수 있는 빠르고 개인화된 대화형 
서비스로 직원의 이직률 또는 추가 인력 투자를 
줄일 수 있을까요? 

셀프 서비스의 증진과 중복 티켓의 감소를 위해 
헬프 센터에 자동화 기능을 추가하는 걸 고려해 
보셨나요? 강력한 FAQ를 바탕으로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적은 숫자의 상담사로도 
충분합니다.

기존의 기술 스택을 지원 플랫폼을 연결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기술 스택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IT에 대한 작은 
투자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도전과제

실행 과제

기존 사용 중인 고객 지원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품질이나 규모의 타협 없이 
지출 및 고용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Zendesk 솔루션

• 통합 상담원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옴니채널과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기록 및 기타 유용한 
전후상황을 확보해, 상담사는 개인화된 
응답을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챗봇과 셀프 서비스 페이지 등 자동화 
기능을 활용해 상담사는 일일 연락 
횟수를 줄이고 유사한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API, 웹훅 및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 
기존 기술 스택에 연결하는 확장 가능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리소스의 
과도한 분산을 막고 지원팀의 사용자 
지정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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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sh는 한 해 동안 생산성을 50% 
개선하면서 20만 8천 달러 이상의 비용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영국 기반의 윤리적 화장품 기업 Lush는 49개 국가에 
1천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연속성이 우선순위로 Zendesk의 역할은 
21개의 시장에서 15개의 언어로 170명의 상담사 
전원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디지털팀이 경험했던 가장 바쁜 
크리스마스에 서비스를 오픈했고, 안정적인 힘으로 
고객 서비스 전반에 걸쳐 강하고 매끄러운 경험을 
보장했습니다. 덕분에 Lush는 어떤 시장에서나 
잠재적 고객 문제를 파악하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었고, 이는 50%의 생산성 향상과 208,387 달러의 
비용 효율로 이어졌습니다. 고객 경험 역시 개선되어 
91.8%의 CSAT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Virgin Pulse는 연간 인건비의 25-30% 
증가를 피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웰빙 솔루션 제공업체, Virgin 
Pulse는 190개국 1,4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Zendesk 솔루션을 활용해 
전화, 메일, 채팅, Answer Bot 및 Twitter와 
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옴니채널 
지원을 제공합니다. 매년 15-20%의 성장세를 
관리하기 위해 Virgin Pulse는 Zendesk의 지원 
사이트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했습니다.

e서비스팀이 2000개 이상의 FAQ를 만들고 꾸준한 
검토 및 업데이트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용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사이트가 업그레이드되기 전에 Virgin Pulse의 FAQ 
열람 횟수는 월 9만 회 정도였습니다. 서비스팀이 
강력한 지식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면서 이 수치는 월 
27만 5천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했습니다.

만약 Virgin Pulse가 셀프 서비스 전략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지원 요청의 증가세를 따라잡기 위해 
지금보다 고객 지원 예산을 25에서 30%까지 
늘려야 했을 것입니다.

고 객  사 례

https://www.zendesk.co.uk/customer/lush/
https://www.zendesk.com/customer/virgin-pulse/
https://www.zendesk.com/customer/virgin-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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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매출 증진하기

CX 리더가 알고 있는 바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IBM과 Adobe 연구 조사에 
따르면, "CX 디지털 변혁을 정식 비즈니스 
우선순위로 격상한 조직은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조직 전반에 걸쳐 주요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처럼 지원 플랫폼을 기업 운영에 접목하면 매출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사가 개인화된 서비스를 위한 내역을 확보하면, 
단순한 고객과의 소통을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신제품을 소개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화된 서비스에 
가치를 느끼는 고가치 고객이라면 이러한 방식을 
취했을 때 특히 더 많은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한가요? Forrester Consulting
에게 기업이 Zendesk 솔루션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잠재적 ROI가 어느 정도인지 물었습니다. 이들은 7
개의 고객사를 인터뷰했고 향후 3년 안에 이들이 
비용 810만 달러에 3,120만 달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NPV(순현재가치)는 
최대 2310만 달러, ROI는 286%에 달합니다.

도 전 과 제

실행 과제

CX를 기업 운영에 통합하고 고객 지원 
플랫폼을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는 기업의 성장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Zendesk 솔루션

• 핵심 비즈니스 적용과의 통합을 통해 지원 
플랫폼에 주요 고객 데이터를 전달하세요. 
이를 통해 상담사는 고객 문의를 빠르게 
해결하고, 전향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고객과 소통을 매출 증대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후상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라이브 챗과 전화, 이메일 티켓팅 및 
지식창고와 같은 디지털 채널을 빠르고 
쉽게 추가하고 이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개발자 맞춤 
설정 없이도 단순히 채널을 켜는 것만으로 
최신 상태의 채널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매출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디지털 
기술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공합니다.

https://www.ibm.com/blogs/services/2021/09/30/how-businesses-who-prioritize-cx-drive-3x-more-revenue-growth/
https://www.zendesk.kr/blog/total-economic-impact-of-zen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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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an Race는 새로운 리테일 채널을 
도입해 구매 전환이 27% 증가했습니다

Spartan Race는 세계 최대의 장애물 경주 및 
인듀어런스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레이스에 5백만 명 이상이 참가하며 회사는 
TV 스페셜을 제작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며, 자체 
의류와 스포츠 제품을 판매합니다. 

2020년 발생한 팬데믹으로 Spartan Race는 인원을 
감축해야 했고, 늘어나는 라이브 채팅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상담사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Zendesk Suite 덕분에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고 
메일, 채팅, 전화, 챗봇, 소셜 미디어, 웹폼, 헬프 센터 
등의 채널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Shopify까지 연동되면서 27%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75명의 상담사 팀이 월 3만 6천 건 이상의 
티켓을 여유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Spartan Race
는 셀프 서비스가 46% 증가하고 헬프 센터 조회수는 
40% 늘면서 고객 만족을 유지하는 동시에 운영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했습니다.

HeliosX의 상담사는 채팅의 20%를 
매출로 전환합니다

HeliosX는 개인화된 피부과 제품에서 처방전 
배송까지,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의 브랜드 
업무를 감독하는 업체이며, 이들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헬스케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HeliosX의 모든 브랜드는 Zendesk 애널리틱스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브랜드에 Zendesk 솔루션을 적용하면서 HeliosX
는 직원 비용을 50% 이상 줄였고 CSAT 점수를 
96%로 유지하며 효율성과 성과를 모두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매출과 수익 모두 증가했습니다. 
MedExpress는 고객 상담의 판매 전환율을 20% 
향상했습니다. ZipHealth는 한층 손쉽게 고객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SMS를 활용하며 장바구니 
물건 중 매출로 전환되는 비율이 20% 증가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Dermatica의 고객은 즉각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피부과 의사와 상담하는 VIP 고객 경험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 객  A 사 례

https://www.zendesk.com/customer/spartan-race/
https://www.zendesk.com/customer/helio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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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상담사를 영업 담당자로 전환하기

변동의 시기에는 가능한 모든 조직원이 전념을 
다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지원 플랫폼이 있다면 
서비스 조직은 스스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상담사는 이상적인 영업 담당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증진해 고객 충성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상담사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고객 데이터 기록 및 공유 자료를 열람하고, 
연동 메신저로 내부팀과 쉽게 협업할 수 있다면 
상담사는 고객에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상담사는 크로스셀링, 업셀링, 반복 
구매 촉진 및 충성도 증진을 통한 매출 성장 주도와 
같은매출 기회를 제공하는 공고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지원 플랫폼 상에서는 자동화가 판매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제품 추천 기능을 
고객의 셀프 서비스 전반에 임베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수동형 매출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 전 과 제

실행 과제

잠재 고객의 문의를 새로운 매출, 업셀 및 
크로스셀로 전환하세요.

Zendesk 솔루션

• 빠른 맞춤형 답변으로 고객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반복 구매를 늘릴 수 있습니다.

• 연동된 비즈니스 데이터와 적극적인 지원 
참여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매출 증진의 
기회로 전환하세요.

• 상담사가 지난 고객 기록을 볼 수 있다면 
사이트 방문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구매 전환율과 평균주문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구매 권장과 자동화된 챗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인 매출 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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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이 대화로 이어지면서 구매 전환은 79% 
증가했습니다 

Dorm Room Movers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관, 
이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2007년 
런칭한 이 기업은 8만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의 이사를 
도왔고, 매월 1천 건 이상의 메시징 대화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 도움말 추천 및 세심한 챗봇과 상담사 전환 등을 
비롯한 셀프 서비스 옵션과 더불어 메신저를 통해 고객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코드 한 줄 
입력하지 않고도 메일과 문자, 메신저, 음성 및 소셜 
미디어 채널을 아우르는 옴니채널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상담사는 메일과 전화, 채팅창을 오가며 고객 
문의를 확인,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시보드를 켜놔야 
했습니다. 모든 기능이 Zendesk Suite와 상담원 
워크스페이스에 통합되면서 라이브 대화, 활동 중, 또는 
응답 대기와 같은 상태로 고객 문의를 구분하며 실시간 
및 비실시간 서비스 환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통합 보기 기능을 활용해 Dorm Room Movers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채널에 
걸쳐 실시간 대화를 호스팅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판도를 바꾸는 혁신이었습니다. 지원팀은 고객과 
소통하는 동시에 고객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가장 몰리는 시기에는 고객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묶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이러한 포지셔닝 
덕분에 지원팀이 상당 수준의 구매 전환율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Chupi의 상담사는 100만 달러의 증분 
판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블린 소재의 온라인 주얼리 기업인 Chupi는 
순금의 가보와 VIP 고객 경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들은 2020년 글로벌 락다운이 
시작됐을 때 신입 직원을 원격으로 온보딩하고 
플랫폼에 빠르게 적응 시키도록 Zendesk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플랫폼에 대해 적응이 끝나자, 이들은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Zendesk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한 예로 원터치 문의 관리를 위해 
라이브 채팅을 활용하면서 CSAT 점수는 순식간에 
98.6%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전화와 티켓, Instragram 및 Facebook DM이 
Zendesk로 들어오고, 상담사는 각 고객 문의에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면서 Chupi는 일관적이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곧 이들은 
"조용히 그리고 친절하게" 고객에 응대하면 지원 
문의가 매출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Zendesk로 들어온 티켓을 
에스컬레이션하고 가상 상담 서비스를 예약하면 
고객은 각 주얼리 제품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상담 후 
패키지까지 연결되는 형태였습니다. 이 세션의 구매 
전환율은 65%에 달했습니다.

2020년 Chupi는 고객관리팀을 통한 매출이 300% 
증가했고, 고객관리팀에서 직접 판매한 매출은 100
만 유로에 육박했습니다.

고 객  사 례

https://www.zendesk.com/customer/dorm-room-movers/
https://www.zendesk.com/customer/ch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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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기존 고객 유지하기

높은 고객 충성도보다 더 흐뭇하고 수익성이 뛰어난 
지표가 있을까요? 리서치 기업 Bain & Company에 
따르면, 고객 유지율이 5% 올라갈 때마다 추후 수익이 
25%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비용 관리와 매출 증대를 꿈꾸는 기업에게 LTV(
고객생애가치)를 늘리는 일은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입니다. 새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이 훨씬 비용적 부담이 적습니다. 모든 
소통에 있어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는 맞춤형 서비스는 
건전한 LTV의 비결입니다. 

즉 고객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책과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채널에서 일관적이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고객 
피드백을 비롯한 데이터를 조직 전반에 연동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에게 완전한 고객 기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도 전 과 제

실행 과제

고객 기반을 유지하려면 개인화된 서비스에 
더 집중하세요.

Zendesk 솔루션

• 디지털 채널 전반에 매끄럽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LTV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유연한 플랫폼 연동 기능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통해 고객 피드백과 관련 
데이터를 조직 전반에 공유해 정보를 
전파하고, 고객 확보와 충성도, 수익성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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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2는 Zendesk를 통해 2년간 438%의 
ROI 성장을 이뤘습니다 

덴마크 최대의 상업 TV 방송국, TV2는 6개 이상의 
채널에서 프로그램 및 뉴스를 방송하며, 일부 
인하우스로 제작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TV2의 전반적 
전략은 언제나 한발 앞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 
중 하나는 AI를 통해 고객의 셀프 서비스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Zendesk를 지원 플랫폼 및 
데이터 허브로 활용하는 TV2는 적시의 정확한 
대응과 헬프 센터의 넘치는 자료로 (도움글, 비디오, 
가이드 등) 스마트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일 산출량 30억개에 달하는 고객 데이터는 TV2
가 고객의 다음 행동을 유추하는데 바탕이 되는 
인사이트입니다. 덕분에 적극적으로 이탈에 
대응하고, (시청 이력을 바탕으로 한 TV 프로그램 
추천 등) 맞춤형 제안으로 고객에게 접근하고, 
이메일 마케팅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Zendesk 덕분에 TV2의 CSAT 점수는 77%에서 
93%로 크게 상승했고, 고객 기반 역시 45% 
성장했습니다. 첫해 Zendesk의 ROI는 212%였고 
이듬해 ROI는 438%로 뛰었습니다.

BlendJet는 AI로 생산성을 30%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최초의 휴대용 블렌더를 개발한 BlendJet
는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렌더 
브랜드이자, 소비자 대상 브랜드로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업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수백만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장일로에 
있던 BlendJet의 CX팀은 Zendesk와 TypeGenie
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티켓 응답률을 30% 개선하고 
피크 타임의 고객응대시간을 줄이면서 또 다른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BlendJet에게는 강력한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고, CX팀은 개인화된 장기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지원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BlendJet은 메일과 연락 양식, 전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티켓을 관리하며 CX팀은 리포팅과 성과 
보고에 Zendesk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커맨드 센터로부터 손쉽게 서비스 수준 및 
CX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BlendJet는 팬데믹 기간 동안 Zendesk 솔루션 
내에서 상담사의 반복 타이핑을 자동으로 완성하는 
AI 제품, TypeGenie와 연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사의 시간을 절약하고, 모든 메시지에 
일관된 어조를 전달하며, 마찬가지로 빠른 
응답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 고  고 고

https://www.zendesk.co.uk/customer/tv2/
https://www.zendesk.co.uk/customer/blend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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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desk와 함께 위기의 
순간을 넘다
사람은 위협을 느낄 때,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 혹은 곧 다가올 변화에 직면했을 때 기업에게는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을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오랜 관습에 매달리는 
대신, 기업은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혁신 전략에 뛰어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Zendesk는 기업이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자신감을 갖고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이상적 솔루션입니다. Zendesk는 비대하고 값비싼 고객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대안으로 
탄생해, 쉽게 설치, 학습, 사용 및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진화했습니다. Zendesk는 
작금의 비즈니스 도전과제를 관리하고, 보다 민첩하게 장기적 플랜을 지원하는 업계에서 
총소유비용이 가장 합리적인 솔루션입니다.

Zendesk가 귀사의 CX 조직의 비용 관리와 성장 및 고객 유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zendesk.kr/roi 

http://zendesk.com/roi
https://www.zendes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