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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쿼드런트 보고서에서 리더 기업으로 
선정된 Zendesk

CRM 고객 참여 센터에 대한  
2018년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매직 쿼드런트는 고객 서비스 및 지원 상담원이 고객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고객 
서비스 및 지원 애플리케이션의 글로벌 시장을 조사합니다. 

가트너는 올해 보고서에서 2022년까지 “2018년의 15%에서 크게 상승한 
고객 상호작용의 70%가 머신 러닝 애플리케이션, 챗봇, 모바일 메시징 
등 새로 부상하는 기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트너는 아래와 같이 13개 업체를 평가했습니다.

Zendesk의 순위가 높아진 이유

고객 수가 120,000명 이상에 달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Zendesk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 데모를 보세요.

가트너는 Zendesk를 리더로 연속 선정했습니다. 2018년 쿼드런트 
보고서에서도 Zendesk가 연속 리더로 선정된 이유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를 포함한 120,000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실행 
능력과 비전 완성도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익 보고서에서 Zendesk는 현재 매출의 38%가 100개 이상의 
Zendesk 사용자 단위 라이선스를 보유한 고객으로부터 창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Zendesk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고객 서비스 회사 중 
하나입니다.

• Zendesk의 제품과 API 연동 서비스가 서로 함께 작동하여 모든 
채널에서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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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ber와 University of Tennessee를 비롯한 고객이 Zendesk가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올바른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CRM 고객 참여 센터에 대한 2018년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Michael Maoz, 
Brian Manusama, 2018년 5월 16일

가트너는 자사 연구 출판물에 게재된 그 어떤 업체, 제품 또는 서비스도 보증하지 
않으며, 기술 사용자에게 최고 등급을 받았거나 기타 지명을 받은 업체만 
선택하도록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가트너 연구 출판물은 가트너 연구 조직의 
견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사실에 대한 진술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가트너는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포함하여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고객은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다 상담원의 도움을 받게 될 때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리더들은 업체로부터 
채널 동기화, 인공지능의 효율적 활용, 팀 공동 작업, 상황별 지식 및 이벤트 

중심의 처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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