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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동등한 조건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디지털 기술을 채택한 기업은 아직 현대화 과정 중에 

있는 기업과 비교할 때 나름대로 고유한 기회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보통 설립 당시부터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디지털에 정통한 덕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지원 소프트웨어를 API, 앱 및 연동 

서비스를 사용하여 확장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보는 

데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주 목표로 삼는 것은 고객이 기대하는 

높은 질의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규모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대규모 고객층이 항상 

지원팀과 연락할 수 있고 원활한 고객 서비스를 

받기를 요구하면서 점점 더 많은 문의를 함에 따라 

매우 많은 양의 티켓을 관리해야 합니다.

Zendesk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이미 디지털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지원팀이 자사가 처한 고유한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할 다음 단계를 파악하고 비슷한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여 벤치마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Zendesk를 사용하는 전 세계 45,000개 이상 기업의 

고객 서비스 상호작용을 분석한 지수인 Zendesk 

벤치마크의 데이터를 통해 선도업체가 나머지 

업체들과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완전 

디지털화된 고객 지원 환경을 최적화 및 확장하고자 

하는 대기업을 위한 성공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요약 보고

https://www.zendesk.kr/benchmark/
https://www.zendesk.kr/bench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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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결과

01
고성과 기업은 대규모 
지원에 능통

디지털 네이티브 중 최고의 지원팀은 

엄청난 양의 티켓을 대규모로 관리합니다.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고객층으로 인해 5배 

더 많은 양의 티켓을 처리하면서 유사한 

다른 기업에 비해 CSAT(고객 만족도)가 

약간 낮습니다.

04
셀프 서비스에 의존하여  
티켓 수 감소

디지털 네이티브는 보다 종합적이고 보다 

많은 관련 콘텐츠를 보유한 헬프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변혁을 막 

시작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 두 배 더 많은 

문서를 갖추고 있으며, 셀프 서비스 비율 

중앙값도 두 배 더 높습니다.

02
 플랫폼 접근 방식 포용

 

훌륭한 지원팀들은 이미 여러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상담원이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솔루션을 구축하고 통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PI 연동 서비스를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첫 번째 응답 시간이 61% 더 

빠르고 요청자 대기 시간은 55% 

단축됩니다.

05
B2C 기업이 가장  
혁신적

디지털 우선 B2C 기업은 옴니채널 접근 

방식, 자동화 및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양의 지원 요청을 관리함으로써 지원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고객 기대치에 부응하기가 

쉽지 않아 B2C 기업의 CSAT(고객 만족도) 

중앙값은 B2B 기업에 속하는 유사한 기업 

및 사내 헬프 데스크보다 거의 10%가 

낮습니다.

06
기업 설립연도 무관

 

기업이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고객 지원 

접근 방식의 주요 결정 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기업이라고 해서 지원팀이 

자동으로 훌륭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3
안정적인 고객 경험에 집중

 

고성과 기업은 하나의 메트릭에만 몰두하지 

않고, 고객에게 계속해서 일관적이고 질 

높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급 기능을 

활용하고 상담원 워크플로를 개선함으로써 

고객 지원 요청에 6배 더 빠르게 응답하며 

티켓을 4배 더 빠르게 해결합니다.

주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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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기업의 고객 지원 접근 방식

Fossil 및 The Salvation Army의 지원팀을 포함하여 

Zendesk를 사용하는 170개 샘플 선도 엔터프라이즈 

기업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 러닝을 

적용한 결과 독특한 고객 경험 접근 방식을 

알아냈습니다. 채널 조합, CSAT(고객 만족도), 응답 

속도, 앱 및 연동 서비스 사용 등 지원 제공 방식에 

따라 기업들을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대기업이 효율성과 정교함 측면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기업은 더 많은 수의 상담원, 고객, 채널 및 

연동 서비스로 지원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사용에 있어 

훨씬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 고객 지원 운영 구성 방식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주요 그룹으로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머: 디지털 변혁의 초기 단계에 있는 

대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며 이 그룹은 이메일과 

웹 양식 등 표준 채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머는 실시간 디지털 

채널이나 소셜 미디어의 사용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고객에게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다른 

그룹에 속하는 기업보다 그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이러한 기업은 다양한 채널 조합을 

제공하는 지원팀보다 고객의 지원 요청 건수가 적고 

응답 속도도 느립니다. 그리고 거의 50%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헬프 데스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내부 지원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이러한 디지털 우선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방대한 양의 티켓을 처리하며 가장 복합적이고 

최적화된 워크플로를 자랑합니다. 이들은 셀프 

서비스를 사용하여 수신 티켓 수를 줄이고 상담원 

경험을 확장하는 앱, 다른 시스템에 연결하는 연동 

서비스 및 대상, 개인화된 지원 강화를 위한 고객 목록, 

상담원 효율성을 높이는 매크로, 트리거 및 자동화를 

포함한 많은 고급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지원 솔루션의 민첩한 대응 능력과 

경제성을 추가하며 지원 소프트웨어를 회사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필요에 따라 확장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두 개의 주 그룹 외에 디지털 트랜스포머를 

디지털 네이티브에 연결하는 제3의 그룹이 

파악되었습니다. 디지털 업스타트라고 불리는 이러한 

기업은 디지털 변혁의 중간 단계에 속하며 전화와 

채팅 등 실시간 채널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머와 다릅니다. 이들 기업은 

고객에게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 솔루션의 

기능을 확장하는 앱 및 연동 서비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은 다양한 채널 조합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고객 지원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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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이티브에 속하나요?

제공하는 지원 채널이 몇 개입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는 소셜 미디어 및 전화와 채팅과 

같은 실시간 채널에 의존하여 채널 조합을 완성하고 

이미 친구 및 가족과 소통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채널에서 고객과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한 달에 몇 개의 티켓을 처리합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는 대부분 한달에 20,000건 이상의 

티켓을 처리하면서 보통 다른 유형의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고객 지원 요청을 처리합니다.

지원 솔루션의 통합 수준이 어떻습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는 앱, 연동 서비스 및 API를 사용하여 

지원 소프트웨어를 확장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Zendesk의 API에 의존하여 많은 양의 티켓을 

통제하며 10개 이상의 앱과 연동 서비스를 사용하여 

지원 솔루션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합니다.

 
회사를 설립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트랜스포머보다 최근에 

설립된 경우가 많지만 그 차이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1990년 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연도는 기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미 디지털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조직인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성공 사례에 중점을 둡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조직이라면 이 

그룹에 속하는 Slack 및 Squarespace와 같은 회사처럼 앞서가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네이티브 조직인지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1900년 1920년 1940년 1960년 1980년 2000년1990년1970년1950년1930년1910년 2020년2010년

회사 설립연도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트랜스포머

디지털 네이티브에 속하나요?

https://www.zendesk.kr/customer/slack/
https://www.zendesk.kr/customer/square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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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많은 티켓 양, 복잡한 워크플로, API 연동, 앱, 

대상, 방대한 셀프 서비스 제공, 실시간 채널과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 조합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견실한 헬프 데스크를 위한 5가지 주요 성공 

메트릭인 CSAT(고객 만족도), 첫 번째 응답 시간, 

요청자 대기 시간, 해결 시간, 티켓 양에 있어서의 

성과를 조사하여 이 그룹 내의 선도업체를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벤치마크
디지털 우선 전략을 사용하는 다른 대기업과 비교하여 

벤치마크하고 싶으신가요? 여기에서 시작하세요.

고성과 기업은 5가지 메트릭 중 4가지에서 중앙값 

이상을 보여주는 기업이며, 대략 3분의 1의 디지털 

네이티브가 고성과 기업에 속하고 나머지는 저성과 

기업입니다. 

자사 지원팀이 다른 디지털 네이티브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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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트랜스포머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벤치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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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T(고객 만족도)

CSAT(고객 만족도)는 팀에서 제공한 고객 지원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SAT에 기여하는 요소에는 응답 시간, 응답의 

질과 정확성,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전반적인 인식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CSAT는 디지털 기술 

채택 속도가 더딘 기업에 비해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고객은 보통 지원과 관련하여 훨씬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B2C 기업인 경우가 더 많은데, 이는 다른 

유형의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티켓을 

처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응답 시간(분)

첫 번째 응답 시간은 지원 상담원이 요청에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Zendesk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첫 번째 응답 시간이 짧을수록 고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청자 대기 시간(분)

상담원이 응답할 때까지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월간 티켓 수

유사한 수의 티켓을 처리하는 다른 기업의 

지원팀과 비교하여 자사 지원팀을 벤치마크해야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티켓을 처리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벤치마크

CSAT

40 80 1009060 7050

저성과 기업: 87.9%고성과 기업:  87.1% 

Monthly Tickets

0 50만 150만125만1백만75만25만

저성과 기업:  32,000고성과 기업:  170,000

First Reply Time (minutes)

0 2000 300025001000500 1500

저성과 기업:  384고성과 기업:  64

Requester Wait Time (minutes)

0 1000800 1400400200 1200600

저성과 기업:  292고성과 기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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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시간(분)

티켓이 해결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이 메트릭은 

해당 상호작용에서의 고객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월간 상담원 대 티켓 비율

상담원에 대한 월간 고객 요청 수의 비율입니다. 각 

상담원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원팀은 상담원 

대 티켓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셀프 서비스 비율

이 비율은 셀프 서비스 콘텐츠 조회 수를 팀의 총 티켓 

양에 비교하여 지원팀이 지식창고 콘텐츠가 티켓 수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업은 셀프 서비스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벤치마크

Resolution Time (minutes)

0 1만 1만 2천6천4천2천 8천

저성과 기업:  768고성과 기업:  15

Self-Service Ratio

0 1042 86

저성과 기업:  0.2고성과 기업:  0.4

Monthly Ticket-to-Agent Ratio

0 2500 30001000500 20001500

저성과 기업:  166고성과 기업: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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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객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서둘러 추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팀이 성장함에 따라 지원 솔루션이 이에 맞춰 
적응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민첩한 대응 능력을 지닌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사용하세요. 디지털 네이티브는 

보통 다른 기업보다 고객층이 다양하고 고객의 기대치도 

더 높으며, 팀이 성장함에 따라 고객 서비스 운영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 

소프트웨어는 새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추가하고, 셀프 

서비스를 구축하고, 새로운 접점들에서 서비스를 

개인화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새 브랜드나 제품을 

추가할 때 팀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솔루션을 확장 및 통합하세요. 

• API를 활용하여 지원 소프트웨어를 확장하세요. 고성과 

기업에 속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API를 사용하여 티켓을 

관리할 가능성이 두 배 더 높습니다. API를 사용하여 

규모에 맞게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고객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티켓을 만들고, 티켓 데이터를 지원 

소프트웨어에 마이그레이션하고, 대량으로 사용자를 

편집하고, 상담원이 기록을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세요. API 연동 서비스를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첫 번째 응답 시간이 

61% 더 빠르고 요청자 대기 시간은 55% 단축됩니다.

•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위해 채널을 추가하고 통합하세요. 
실시간 채널을 추가하는 것은 채널 조합을 완성하는 

훌륭한 방법인데, 그 이유는 실시간 채널은 Zendesk를 

사용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과도 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나 채팅 

지원을 통해 처리되는 티켓은 고객 만족도가 훨씬 더 

높고, 재등록 수가 더 적으며, 첫 번째 응답 시간이 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이메일, 웹 양식, 전화, 채팅 및 셀프 

서비스를 결합한 진정한 통합 옴니채널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은 고객의 응답 대기 시간이 더 짧고, 문제 

해결 속도가 더 빠르며, 후속 작업이 필요할 가능성도 더 

적습니다.

자동화 및 고급 기능을 사용하여 많은 양의 티켓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세요.  

• 자동화 작업으로 티켓 양을 통제하세요. 디지털 네이티브 중 

고성과 기업에는 상담원 수가 더 많고 티켓 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의 상담원 대 티켓 비율은 저성과 기업에 비해 

두 배 더 높아 상담원의 효율성이 더 높음을 보여줍니다. 

고성과 기업은 상담원에게 중요한 워크플로 단계를 알리기 

위해 50% 더 많은 트리거를 사용하며, 거의 70% 더 많은 

공유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여 워크플로를 최적화하고 

상담원에게 긴급 조치가 필요한 티켓에 대해 알립니다.

• 고객 정보 수집 및 정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세요. 디지털 네이티브 그룹의 고성과 기업은 고객이 

바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원이 쉽게 고객 데이터를 티켓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40% 더 많은 티켓 양식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저성과 

기업에 비해 거의 두 배 더 많은 고객 목록을 사용하여 NPS 

및 고객 선호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고객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티켓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주요 데이터를 푸시하여 효율성을 
높이세요. 디지털 네이티브 중 고성과 기업은 저성과 

기업보다 웹훅(Zendesk에서 대상이라고 함)을 두 배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웹훅은 데이터를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푸시하여 상담원이 전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모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48시간 이상 티켓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트위터 

스트림에 긴급 티켓에 대한 알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벤치마크

https://www.zendesk.kr/resources/roi-case-omnichannel-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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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올바른 앱과 
연동 서비스 추가

고객 전후상황

지식 및 콘텐츠

생산성 및 시간 추적

디지털 네이티브가 어떤 앱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인기 

카테고리별로 인기 앱을 정리했습니다.

조건부 필드

티켓에 있는 필드를 사용자 지정하여 

상담원과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장 최근 5개

고객이 과거에 요청했던 지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데이터

상담원이 티켓에서 바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답변 제안

상담원이 티켓에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자동으로 

제안해 줍니다. 

시간 추적

고객의 지원 요청과 이를 해결하는 데 

걸린 시간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Pathfinder

상담원이 고객이 어떤 문서와 커뮤니티 

게시물을 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림 앱

상담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쉽게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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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 따른 맞춤화된 해결 방법을 원하세요?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벤치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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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문제 해결 방법 벤치마크

B2C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있어서 급속한 성장은 종종 

엄청난 양의 티켓을 처리하고 

신속한 응답을 받기 원하는 

고객의 기대치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B2B 기업의 경우에는 상담원이 

고객의 지원 요청에 응답하는 

속도가 느려 요청자 대기 

시간이 길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내 헬프 데스크의 경우에는 

보통 티켓 수를 감소시키고 문의 

해결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크로, 자동화 및 셀프 

서비스를 사용하여 티켓 수를 

감소시키세요. 티켓, 태그, 

만족도 평점을 포함한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여 응답 

내용을 개인화하여 능동적 

지원 활동에 주력하세요. 

자동화를 사용하여 실수로 

놓치는 티켓이 없도록 하세요. 

티켓 양식을 다시 검토하여 

상호작용을 시작할 때 고객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세요.

Knowledge Capture 및 콘텐츠 

단서와 같은 도구로 팀이 쉽게 

콘텐츠를 추가하고 지식창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B2C 디지털 네이티브의  

하루 티켓 수 중앙값은  

5,000건으로 B2B의 834건  

및 사내 헬프 데스크의  

337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B2B 디지털 네이티브의 

요청자 대기 시간 중앙값은 

380분으로 B2C 기업 및 

사내 헬프 데스크보다 거의 

2.5배 더 깁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에 속하는 

사내 헬프 데스크가 

Knowledge Capture를 

사용하는 경우 셀프 서비스 

비율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8배 더 증가했습니다.

B2C

B2B

사내  
헬프 데스크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벤치마크

B2C, B2B, 사내 헬프 데스크의 3가지 지원 대상에 따라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https://www.zendesk.kr/guide/features/knowledge-capture-app/
https://www.zendesk.com/blog/announcing-content-cues/
https://www.zendesk.com/blog/announcing-content-c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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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 및 접근 방식과 함께 
성장

Zendesk의 솔루션 팀에서 6년 이상 Groupon과 같은 

회사가 고객 지원에 대한 플랫폼 전략을 제고하도록 

도운 Greg Dreyfus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소통 및 교류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1. 고객 지원에 사람과 인공지능을 균형있게 
활용하세요. 가트너는 2022년까지 72%의 고객 

상호작용에 머신 러닝 앱, 챗봇, 모바일 메시징 등 

새로 부상하는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복잡한 

문제에 응답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데에는 

실제 상담원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고객의 질문에 답변하는 Answer 

Bot 및 채팅 환경에 봇을 추가할 수 있는 채팅 

대화 API로 인공지능을 체험해 보세요.

2. 모든 고객 접점에 지원 기능을 구축하세요. 
웹사이트이든, 모바일 앱이든, 또는 다른 

플랫폼이든 관계없이 개발자들이 모든 기본 

환경에 고객 지원 기능을 구축할 수 있도록 Web 

Widget과 모바일 SDK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이 실시간 채팅과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원하는 때 언제든지 사용 

중인 장치에서 티켓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채널 연동 서비스를 추가하세요. 양방향 

티켓 작성 서비스인 연동 서비스를 사용하여 다른 

채널에서의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지원 

소프트웨어로 가져오세요. Yelp, 앱 스토어, 

Amazon, eBay의 평점과 사용 후기로부터, 또는 

Reddit이나 Quora같은 커뮤니티의 댓글로부터 

티켓을 작성하세요. Facebook Messenger, 

Instagram, Pinterest, WhatsApp 등의 채널로부터 

오는 티켓을 허용하여 소셜 미디어 및 메시징을 더 

심도있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4. API로 플랫폼에 추가하세요. 디지털 네이티브는 

이미 있는 앱과 API를 통해 지원 솔루션을 다른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는 업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PI는 

여러 시스템 간에 정보를 동기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 기록과 같은 데이터에 대한 단일 

소스를 제공합니다. 

5. 팀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공유 보고 시스템을 
사용하세요. 메트릭, 리드 점수, 구매 전환율 및 

고객 이탈률에 대한 액세스를 공유하면 지원팀이 

다른 팀들과 보다 쉽게 협업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유지율을 높이는 고객 성공 전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디지털 네이티브가 

애널리틱스에 의존하여 고객 지원 방식을 

개선합니다.

6. 고객 데이터 보호에 신경을 쓰세요. 역할 기반 

제어기능을 사용하여 팀원의 부서, 역할 및 

근무연수에 따라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은 개인 식별 정보와 관련된 

절차 및 의심되는 해킹이나 맬웨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저장 

중인 데이터와 이동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데이터 손실 방지, 이동식 저장 장치 사용 모니터링 

등의 통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https://www.zendesk.kr/answer-bot/
https://www.zendesk.kr/answer-bot/
https://developer.zendesk.com/rest_api/docs/chat/conversations-api
https://developer.zendesk.com/rest_api/docs/chat/conversations-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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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필요한 이유  
선도업체가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선도 지원팀은 필요에 따라 지원 솔루션을 맞춤화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채널 조합과 고급 기능을 

수반한 견고한 전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샘플 기업 중 고성과 기업은 Zendesk 기능을 사용하여 개선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관되고 연결된 고객 경험을 위해 여러 채널에 걸쳐 임베디드 지원

Zendesk 기능 수행 작업 개선 효과

소셜 미디어로부터 오는 모든 고객 지원 

요청에 대한 티켓을 Zendesk를 통해 

관리하면서 처리합니다.

웹사이트에서든, 모바일 앱에서든, 서비스의 

일부로서든 고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바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요청자 대기 시간 50% 단축

• Alexa 순위 중앙값이 15,000으로 

연동 소셜 채널이 없는 기업의 

69,000에 비해 우수

• 응답 시간 35% 더 빠름

• 요청자 대기 시간 45% 단축

• 2배 더 많은 양의 티켓 관리 

소셜 미디어 연동

통합된 Web Widget

혁신이 필요한 이유 선도업체가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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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셀프 서비스로 고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원

쉽게 설정하고, 맞춤화하며, 유지할 수 있는 상담원 워크플로

Zendesk 기능

Zendesk 기능

수행 작업

수행 작업

개선 효과

개선 효과

머신 러닝을 통해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문서를 추천해 줍니다.

상담원이 여러 티켓에서 작업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티켓이 올바른 순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담원이 새 콘텐츠를 작성하고, 티켓에 

문서를 연결하며, 개선이 필요한 콘텐츠에 

플래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응답을 

요청하거나, 다른 팀과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티켓이 올바른 상담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상담원이 워크플로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티켓 해결 시간 50% 단축

• 상담원 티켓 비율 5배 증가

• 셀프 서비스 비율 2배 증가  

• 지식창고 콘텐츠에 기여하는  

상담원 수 4배 증가

• 75%의 지원팀이 소통 방식을 

단순화하여 상담원이 티켓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68%의 지원팀이 스킬 기반 라우팅으로 

워크플로를 간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TechValidate 설문조사 결과 참조

Answer Bot

도우미 모드

Knowledge Capture

사이드 대화  
(공동 작업 추가 기능의 한 
기능)

스킬 기반 라우팅

혁신이 필요한 이유 선도업체가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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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팀 비교를 위한 다음 단계
다른 회사의 지원팀과 더 자세히 비교해 보고 싶으세요? 업종 및 지원 대상별로 분류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벤치마크 메트릭을 살펴보세요.

월간 티켓 수

CSAT(고객 만족도)

지원팀 비교를 위한 다음 단계

지원 대상별 월간 티켓 수

B2C 다중 B2B 사내

20만

15만

10만

5만

0

월
간

 티
켓

 수
 

지원 대상별 CSAT

사내 B2B 다중 B2C

100

90

80

70

60

C
SA

T(
%

)

업종별 월간 티켓 수

월간 티켓 수

0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여행

다중

소매

지원

교육

소프트웨어

미디어

컨설팅

업종별 CSAT

CSAT(%)

60 70 80 90 100

컨설팅

교육

미디어

지원

소프트웨어

소매

다중

여행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혁신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

18

첫 번째 응답 시간

요청자 대기 시간

지원팀 비교를 위한 다음 단계

지원 대상별 첫 번째 응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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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엔터프라이즈용 Zendesk 

대기업에 맞게 Zendesk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보고서에서는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상담원 수가 100명 이상인 회사를 

엔터프라이즈 기업으로 정의했습니다. Zendesk 벤치마크에 참여한 170개 엔터프라이즈 

기업 샘플에서 t-SNE(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라는 차원 축소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t-SNE를 통해 데이터 집합의 원래 다차원 공간에서 서로 

인접했던 고객사들이 두 개의 차원에 투영될 때 서로 인접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얻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조사하여 9개의 훌륭하게 정의된 

클러스터를 얻었습니다. 또한 DBSCAN(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경계의 형식을 갖추고 데이터에 태그를 

지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각 클러스터에서 정의되는 특성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https://www.zendesk.kr/enterprise/
https://www.zendesk.kr/enterprise/
https://www.zendesk.kr/benchm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