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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소개

이 매직 쿼드런트는 질문에   
대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조언을 전달함으로써 사전/
사후에 고객을 지능적으로 
참여시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고객 
서비스 및 지원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세계 시장을 조사합니다.

올해 보고서에 실린 가트너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까지 
대기업의 50%가 참여 채널을 
통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황 정보가 부족한 
비일관적이고 분리된 고객 
경험을 계속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에 성장 중인 조직, Zendesk

Zendesk는 5년 연속 이 보고서의 리더 쿼드런드에 올라 

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Zendesk는 실행 능력과 비전 

완전성을 인정받아 리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트너는 16개 벤더를 평가했으며,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M 고객 참여 센터에 
대한 2020년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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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desk의 입지가 개선되었다고 믿는 
이유

가트너는 다시 한번 Zendesk를 리더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Zendesk는 본사가 2020년 
보고서에서도 계속 리더 쿼드런트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Airbnb, Tesco, L’Oreal, Ingersoll Rand 
같은 엔터프라이즈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160,000여 
개의 고객사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Zendesk는 작년 한 해 힘든 시기를 보냈으며,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객을 지원하며 참여시키는 
등 여러 가지 고유한 문제가 나타났음을 인정합니다. 
민첩성과 신속한 구현이 항상 본사 DNA의 중심에 
자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이 가장 
필요할 때, 그 순간에 고객을 참여시킬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Zendesk는 현재 기존/
신규 소셜 채널에서 고객을 참여시키기 위해 향상된 
옴니채널 상담원 환경을 제공하는 확장된 Support 
Suite를 개선하는 등, 영향력이 즉각적으로 발휘되는 
업데이트를 릴리스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CRM 플랫폼인 Sunshine으로 
확장하여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고객 데이터를 
예전보다 더 쉽게 통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직 
전체에서 완전하고 상황에 맞는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및 지원 조직은 일관되고 편리하며 
지능적인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셀프 서비스와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 
요청을 조정하는 능력은 최고의 고객 서비스/지원 
운영 업무 내에서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네 가지 주축 중 하나입니다.

훌륭한 고객 서비스의 네 가지 주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 유지

2. 프로세스 조정

3. 리소스 관리

4. 애널리틱스 및 통찰력

이러한 네 가지 주축은 별개의 투자 영역을 
나타내지만, 이들 사이는 제한적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더욱 지능적이고 일관되며 편리하고 

최적화된 맞춤형 고객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160,0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며 
계속 성장 중

Zendesk는 더 나은 고객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계된 고객 지원 및 영업, 참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셀프 서비스 CRM 회사입니다.

• Zendesk의 제품과 API 연동 서비스 및 오픈 
플랫폼이 함께 작동하여 모든 채널에서 일관된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 Zendesk 고객은 Zendesk의 총 소유 비용과 배포 
소요 시간에 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자사 연구 출판물에 게재된 그 어떤 벤더, 제품 또는 서비스도 
보증하지 않으며, 기술 사용자에게 최고 등급을 받았거나 기타 지명을 받은 
벤더만 선택하도록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가트너 연구 출판물은 가트너 
연구 조직의 견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사실적 진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트너는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하여 본 
연구와 관련해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이 그래프는 더 큰 연구 문서의 일부로서 Gartner, Inc.에서 발표한 것으로 
전체 문서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요청 시 Zendesk에서 이 가트너 
문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Zendesk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 데모를 
확인하세요.

mailto:support@zendesk.com
https://twitter.com/zendesk
https://www.zendesk.kr/
https://www.gartner.com/doc/reprints?id=1-1Z70UGZF&ct=200608&st=sb
https://www.zendesk.kr/demo/?demoStep=pers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