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endesk Chat  시작 가이드 

 

• 소개 

• 단계 1: 비즈니스 목표와 채팅 목표 연계시키기 

• 단계 2: 고객 경험 및 채팅 용량 관리하기 

• 단계 3: 직원 배정 요구사항 결정하기 

• 단계 4: 상담원 교육하기 

• 단계 5: 채팅 워크플로 구성하기 

• 단계 6: 성공 메트릭 모니터링 및 채팅 배정 환경 개선하기 

 

file://///hc/en-us/articles/217915998


Zendesk Chat 은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보다 빠르고 더욱 친밀한 방법입니다. 모든 

고객 접점 채널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기록한 Zendesk Chat 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지원 경험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본 가이드의 목적은 고객 지원 관리자와 여타 관리자가 웹사이트에 실시간 채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사의 실시간 채팅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여 구체적 

안내 및 실제 사용 팁을 제공합니다. 

효과적으로 채팅을 운영한다면  더 많은 고객과의 소통을 만들어 내고, 운영비를 

절감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상담원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판매 

전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계 1: 비즈니스 목표와 채팅 목표 

연계시키기 

 

비즈니스 목표 정의 

여러 이해당사자는 자신만의 채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지원부서는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를 원할 것이며 영업부서는 판매 전환의 증가를 보기 

원할 것입니다. 채팅 목표 수립 시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여 그 혜택이 팀에서 

전사적으로 나아가 결국 고객에게 확대되도록 만드십시오. 채팅으로 지향할 수 있는 

5 대 비즈니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만족도(CSAT, customer satisfaction) 개선 

채팅은 고객이 좋아하는 개인적 관심, 편의성 그리고 속도 등을 제공합니다. 채팅은 

점점 증가하는 메시징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와 들어맞으며 고객의 수고를 덜어 주고 

즉각적인 해답을 제공합니다. 채팅은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율을 제공하여 속도에 

있어서는 이메일을 포함한 다른 모든 채널들을 능가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지원을 

https://www.zendesk.com/company/press/zendesk-benchmark-live-chat-drives-highest-customer-satisfaction/
https://blog.zopim.com/2015/01/16/the-smart-move-3-reasons-to-use-live-chat/
https://www.zendesk.com/company/press/zendesk-benchmark-live-chat-drives-highest-customer-satisfaction-service-channels-germany/


기다리는 것을 꺼려하므로, 채팅은 CSAT 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직에서 가장 선호하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은 Zendesk의 벤치마크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채널 중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Satisfaction By Channels: 

Channel Satisfaction 

Live Chat* 92% 

Voice 88% 

Web Form 85% 

Email 85% 

Facebook 84% 

Twitter 77% 

*Live Chat customer satisfaction is based on a “good” or “bad” rating provided by the customer at the end of the chat. For all other channels, 

customer satisfaction is based on a “good” or “bad” rating provided through an email survey submitted to the customer after their ticket has been 
deemed solved. 

 

  

https://relate.zendesk.com/articles/your-customers-want-live-chat/
https://relate.zendesk.com/articles/your-customers-want-live-chat/
https://www.zendesk.com/company/press/zendesk-benchmark-live-chat-drives-highest-customer-satisfaction/


판매 및 매출 증대 

채팅으로 고객에게 먼저 연락을 취할 때, 구매 가능성은 3 배 더 높아집니다.  

제품이나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에 응대하면, 고객은 주문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류 및 액세서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Le Tote 

사는 자동화 트리거 를 사용하여 결제 화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고객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구매 프로세스에서 능동적으로 고객을 대함으로써 Le Tote 사는 장바구니 

포기를 줄여 판매 전환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Zendesk는 고객의 진실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순간은 고객이 

마음을 열고 Tote  선택을 좌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때이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 Aubrie Rice, Le Tote 사의 고객 개발 관리자  

이동 통신 기업인 One Way SMS 는 Zendesk Chat 구축 후 총 매출을 30% 

증대하였습니다. 상담원 1 명을 추가하였을 때 매출이 추가로 8% 올랐습니다.  

전환 추적을 사용하여 특히 채팅으로 인한 판매를 포함한 전환율을 측정하십시오. 

  

지원비용 절감 

상담원이 한 번에 여러 대화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팅은 가장 효율적인 지원 

채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효율성과 

상담원의 생산성 향상은 조직이 부담하는 접촉 당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Zendesk Chat 은 Miinto 사가 통화량을 40% 절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패션 네트워크 회사의 실시간 채팅 팀은 채팅 바로 가기를 사용한 덕분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해서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Zendesk Chat 은 'Shopping Spree'라고 알려진 Miinto 사의 중간 시즌 

세일 시에도 그 영향력이 지대함을 입증했습니다. 이 팀은 세일 기간 동안 채팅 업무 

시간을 연장하였으며, Miinto 사의 운영 관리자인 Eveline Poetsema 에 따르면 "실제로 

고객의 질문에 응답을 하는데 있어서 더 적은 수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https://www.zendesk.com/resources/live-chat-benefits/
https://www.zendesk.com/customer/le-tote/
https://www.zendesk.com/customer/le-tote/
https://blog.zopim.com/2013/10/21/spotlight-one-way-sms-increased-revenue-with-multiple-agents/?utm_campaign=social&utm_source=socialnetworks&utm_medium=blogpost?utm_campaign=social&utm_source=socialnetworks&utm_medium=blogpost
https://chat.zendesk.com/hc/en-us/articles/115007241487
https://www.zendesk.com/customer/miinto/
https://blog.zopim.com/2014/03/13/7-zopim-shortcuts-that-will-save-time/
https://blog.zopim.com/2014/03/13/7-zopim-shortcuts-that-will-save-time/


Zendesk Chat 은 Miinto 사의 상담원의 생산력을 높여 주었고, 이로 인해 정직원에 

투입되는 비용의 의 3 분의 1 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장바구니 포기 감소 

온라인 고객의 장바구니 중 55%가 버려집니다. 채팅은 고객에게 능동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바구니 포기를 줄이고 더 많은 판매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소기업에게 우선순위는 성장이며, 여기서도 채팅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Zendesk 

Chat]으로 Datanyze 사는 구매에 관심 있는 고객을 신속하게 식별해 내어 판매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 Jon Hearty, Datanyze 사의 COO 

  

응답률 개선 

고객 지원에 있어서는 초 단위가 중요하며 채팅을 사용하면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더욱 빠른 응답과 해결 시간은 한층 높은 상담원의 생산성, 비용 

절감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더 높은 CSAT 으로 이어집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전환한 후에 고객 요청을 10 배 빠르게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Dmitry Odintsov, True Conf 사의 영업 및 비즈니스 개발 이사 

“채팅 건을 실시간 전문 도우미 사이에서 서로 전달하거나 고객 경험팀에 넘길 수 있는 

기능도 더 빠른 해결 시간과 전반적인 만족도 증대를 달성하는데 중요했습니다.” 

- Justin Smith, Edmunds 사의 실시간 도우미팀 관리자 

 

성공 메트릭 선정 

결정한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 일련의 메트릭을 선정하여 채팅에 따른 성공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표에 관련된 메트릭을 선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고려해야 하는 4 대 메트릭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orrester.com/Channel+Management+Core+To+Your+Customer+Service+Strategy/quickscan/-/E-RES118001
https://blog.zopim.com/2014/05/27/spotlight-datanyze/
http://www.softwareadvice.com/resources/live-chat-software-for-business/
http://www.softwareadvice.com/resources/live-chat-software-for-business/
https://blog.zopim.com/2014/03/17/spotlight-trueconf-processes-tickets-10-times-faster-zopim/
https://www.zendesk.com/customer/edmunds/


• 채팅 평점 - Zendesk Chat 의 채팅 평점 기능으로 고객은 채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점을 매기고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팅 평점을 사용하여 지원 업무에 대한 전체 CSAT 을 모니터링하여 상담원 

개개인의 성과를 심층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여 

대기시간, 응답률, 채팅 시간 등 여러 채팅 요인이 전체 CSAT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평균 대기시간 - 평균 대기시간은 상담원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는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얼마나 대기하는지를 

평균적으로 나타내므로 중요합니다. 대기시간이 짧을수록 고객이 서비스 

경험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메트릭은 모니터링, 지원비용 절감, 

그리고 응답률 개선에 좋은 게이지가 됩니다. 

• 평균 채팅 시간  - 전체 지원비용 절감이 목표라면 상담원의 평균 채팅 시간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이 요소로 상담원이 채팅을 서비스하는 데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자주 한번에 복수의 

채팅을 처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실제 평균 시간은 기록된 수치보다 약간 낮을 

것임을 유의하십시오. 또한, 이 수치가 낮아지면 CSAT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로그인 상태 및 서비스 중인 상담원 - 로그인한 상담원과 서비스 중인 상담원은 

서로 보완적인 메트릭으로, 얼마나 많은 상담원이 가용 되었으며 얼마나 길게 

서비스를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근무 일정 및 교대시간을 

추적하고 향후 일정을 계획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이를 사용하여 상담원 

중복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표와 채팅 이용의 목표를 연계함으로써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채팅이 

제공하는 가치와 그것이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추가 고려사항 

비즈니스 목표를 수립하고 채팅 배정의 성공을 측정하는 메트릭을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현재의 지원 인프라는 어떠합니까? 고객이 현 지원 인프라에 만족합니까? 

• 왜 채팅을 추가하려고 합니까? 

• 예산은 어떠합니까? 

https://blog.zopim.com/2015/01/27/zop-update-chat-rating-how-satisfied-are-your-customers/
https://blog.zopim.com/2014/10/09/zop-update-analytics/
https://blog.zopim.com/2015/04/23/agent-reports-track-your-teams-performance/


• 채팅이 수익 및 최종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합니까? 

• 판매 전환을 현재 어떻게 높이고 있습니까? 채팅이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단계 2: 고객 경험 및 채팅 용량 관리하기 

핵심 성공 메트릭을 수립하였으면, 이제는 고객의 경험을 생각할 때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채팅을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관리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최적화하십시오. 이는 CSAT 에 뿐 아니라 채팅 용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웹 페이지는 100 명의 방문자당 5~15 건의 채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이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채팅 위젯의 위치(채팅 위치) 

• 액세스 권한을 가진 인원수(채팅 액세스) 

• 대화 가능한 시간의 길이(채팅 타이밍) 

• 채팅이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여부(채팅 작업)  

채팅 위치  

일반적으로 채팅 위젯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채팅 목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의 소매업체의 경우 판매 전환은 결제 화면에서 일어납니다. 판매 전환을 

증대시키고 고객이 장바구니를 버리는 것을 감소시키기 원한다면 이 페이지에 

위젯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 게임 앱이 있거나 CSAT 가 중요한 환경에서는 다음을 사용하여 앱에 

채팅 옵션을 넣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Mobile Chat SDK. 

• 마찬가지로, SaaS 업체의 경우 고객은 일반적으로 제품 시험 사용을 한 후 그 

경험을 기반으로 구매 결정을 하므로 평가판 사용자를 위하여 채팅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https://blog.zopim.com/2015/07/08/introducing-the-zopim-chat-sdk-for-native-mobile-support/


그러나 일반적으로, 첫날부터 모든 접속 가능 지점에 채팅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채팅 용량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훈련된 채팅 상담원이 없어 

고객이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채팅 초기의 사용량을 관리하려면, 전 

사이트로 확장을 하기 이전에 결제, 메인 지원, FAQ 등 일부 주요 화면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팅 건수 모니터링 을 매일 그리고 매시간 단위로 해서 필요한 상담원의 수를 

결정하고 채팅을 처리하는 워크플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십시오. 설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면 더 많은 페이지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팅을 사이트에 전체적으로 추가하는 것 대신 일부 선택한 화면에만 추가하기 

위해서는 Zendesk Chat 내장 코드 를 해당 페이지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 작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개발팀과 상의하십시오. 

위젯을 배치할 위치를 결정하였으면 브랜드와 웹사이트의 시각적 스타일을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 맞춤 설정 진행을 고려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소비자는 좋은 디자인을 

선호하며 항상 고품질의 경험을 기대합니다. 

채팅 액세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채팅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에는 벅차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채팅 관리를 위해 지원을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몇가지 기준에 따라 특정 고객에게만 채팅 액세스를 

부여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홈 화면이 아닌 VIP 고객만이 액세스할 수 있는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채팅 위젯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신하는 채팅의 수를 최소화하며, 동시에 

고객이 VIP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채팅을 지원해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잠재고객 및 유료고객 등 여러 

고객 그룹에 대하여 시범 채팅 배정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채팅 액세스 제한은 초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미래의 판매 잠재력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채팅은 영업 리드를 판단하고, 거래를 마감하며,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을 돕는데 데 있어 훌륭한 도구입니다. 채팅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제한되면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https://blog.zopim.com/2015/04/21/real-time-monitoring-data-glance/
https://zopim.zendesk.com/entries/34196734-Adding-Zopim-Live-Chat-to-your-Website
http://zop.im/customize-me
https://www.gartner.com/doc/3159017/best-practices-making-live-chat
https://www.gartner.com/doc/3159017/best-practices-making-live-chat


  

채팅 타이밍 

초기에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채팅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와 같이 근무일 기준 평균 8 시간을 고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채팅 관리가 수월해지며  Zendesk Chat 에 직원을 8 시간 동안만 

배치하면 됩니다. 이 시간 외에 상담원이 온라인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업무 시간을 

설정하여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채팅 사용 가능 시간 결정 시 반드시 피크타임을 관찰하십시오. 당사의 조사에 

의하면 채팅의 50% 이상이 오전 10 시와 오후 3시의 피크타임에 발생합니다. 게다가 

채팅의 대부분은 주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발생합니다. 채팅은 전화와 다르게 1 대 다수 

기능을 제공하므로, 바쁜 시간에 채팅을 지원하면 고객의 대기시간을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여러 국가에 걸쳐 성장하기 시작하면 지원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업무 시간 기능을 사용하여 다중 일정을 작성 할 수 

있고, 혹은 단순히 실시간 채팅을 24 시간 내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팅 작업 (수동적 및 능동적) 

상담원이 고객과 채팅 작업을 하는 방법은 수동적 방법과 능동적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적 채팅은 고객이 채팅 위젯을 클릭하여 채팅을 개시하고 상담원이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능동적 채팅은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상담원이 

고객을 채팅에 초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능동적 채팅에서 고객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특정 조건을 사전에 선택할 수가 있어 

고객정보를 일일이 확인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필터링 후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Forrester 조사에 따르면, 미국 온라인 소비자의 44% 가 온라인 조사 또는 구매 시 

채팅 초대가 나타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화면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고객이 능동적인 도움으로 혜택을 받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놀랄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https://blog.zopim.com/2014/01/06/operating-hours/
https://blog.zopim.com/2014/01/06/operating-hours/
https://d26a57ydsghvgx.cloudfront.net/content/resources/zendesk-benchmark-Q1-2015.pdf
https://blog.zopim.com/2015/07/06/operating-hours-v2-now-with-multiple-schedules/
http://blogs.forrester.com/kate_leggett/14-10-03-leverage_the_power_of_proactive_chat_for_predictive_engagement


트리거 기능을 사용하여 Zendesk Chat 에 능동적 채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Google 애널리틱스 분석을 사용하여 웹사이트 이탈 주요 지점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그 페이지에 있는 방문자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가 이탈을 방지하는 트리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방문자 대부분이 50 초간 머무르다 나간다면, 45 초 

경과 시점에 능동적으로 방문자와의 채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제 화면에 트리거를 만들어 고객 접속 몇 분이 지난 후 도움이 필요한지 

자동으로 묻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능동적 채팅은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고 고객이 장바구니를 버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능동적 채팅을 사용하면 수신하는 채팅 수가 크게 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접속하는 모든 고객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다면 다수 고객의 반응에 상담원이 

지원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고객의 불만족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채팅을 구축해 본 경험이 없다면 수동적 채팅으로 시작한 후에 능동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액세스, 타이밍, 채팅 유형에 대한 결정은 모두 전체 채팅 용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트래픽이 높은 사이트에 상담원을 한 명만 둔 상태에서 모든 화면에 채팅을 

실시하고 능동적 채팅을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담원 한 사람에게 과부하가 걸려 다수의 분노한 고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채팅을 여유있게 계획하고 채팅 대화 내용 및 CSAT 모니터링을 하십시오. 

추가 고려사항 

웹사이트에 채팅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현재 고객이 어떻게 지원을 요청합니까? 어떻게 그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 채팅을 구축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어느 부분에서 판매 전환이 일어납니까? 고객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구매 프로세스에서 취약 부위가 어디입니까? 쉬운 채팅 액세스가 이 취약 

부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까? 

• 어떠한 고객군에 채팅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지 알고 계십니까? 

https://blog.zopim.com/2012/12/11/the-secret-to-supercharing-your-conversions/
https://blog.zopim.com/2014/09/11/listening-v-hearing-how-to-diffuse-negative-customer-situations/


• 현재 유료고객에게 단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있는 고객, 예를 

들어 로그인한 고객에게만 채팅을 제공하고자 합니까? 

• 국내에서만 혹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까? 혹은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까? 

• 하루 중 어떤 시간대에 이메일 티켓 또는 전화 통화량이 가장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 글로벌 지원팀, 즉, 각 지역을 지원하는 다수의 전담팀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 

위치에서 모두에게 지원을 제공합니까? 

• 확실히 실시간 채팅 개입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특징이 있습니까? 

 

단계 3: 직원 배정 요구사항 결정하기 

앞부분에서 채팅 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 경험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채팅 경험을 설계하면서 지원팀에 얼마나 많은 채팅 상담원이 

필요한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담원 수 계산 

조직마다 고유한 일련의 지원 요구사항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직원 배정의 필요성 및 

특성이 각각 다릅니다. 간편한 작업을 위해, 지원팀에서 필요한 상담원 수 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여러 문제점을 요약하였습니다. 

채팅  시간에 얼마나 많은 웹사이트 방문자를 예상하십니까? [웹사이트 방문자 수] 

채팅을 능동적으로 할 것입니까, 수동적으로 할 것입니까? [채팅 유형] 

하루 몇 시간 동안 웹사이트에서 채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채팅 가용시간] 

상담원이 각 채팅당 얼마만큼의 시간(분 단위)을 소요하기를 원합니까? [평균 채팅 시간] 

한 상담원이 동시에 서비스할 채팅 수는 얼마입니까? [동시 채팅 수] 

위의 질문에 답하면 웹사이트에 몇 명의 상담원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업체 Omni Wear 사는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웹사이트 방문자 수: 10,000 



• 채팅 유형: 수동적 

• 채팅 가용시간: 8 시간 

• 평균 채팅 시간: 12 분 

• 동시 채팅 수: 4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 Omni Wear 사는 하루 1,000 건의 채팅 을 진행합니다(웹사이트 방문자의 10%로, 

수동적 채팅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상치) 

• 시간당 125 건의 채팅을 합니다 (하루 1,000 건의 채팅을 8 시간의 채팅 

가용시간으로 나눈 수치) 

• 따라서 Omni Wear 가 필요로 하는 인원수는 6.25 명 입니다 (상담원 25 명이 

각각 채팅 당 12 분을 소요해 시간당 총 125 개의 채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4 개의 채팅을 서비스하는 경우 상담원 6.25 명이 이 수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수식은 단지 가이드일 뿐이며, 상담원의 휴식시간,  교대, 매우 다양한 고객 

요구사항과 같은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웹사이트에 필요한 상담원 수를 결정하려면 다음 당사 도구에 정보를 직접 

입력하십시오: 직원 배정 계산기 

직원 배정 요구사항을 결정하였으면 대기시간 및 CSAT 모니터링 을 계속하여 최적 

수치를 유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상담원당 채팅 수가 늘어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실시간 채팅 CSAT 은 떨어집니다. 

고급 직원 배정 모델 구성 

당사의 직원 배정 계산기나 위의 수식을 이용해 필요한 상담원 수를 대략 계산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인원수는 조직과 비즈니스 목표에 달려있습니다. 상담원 수 결정 시 

유념해야 하는 다른 여러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전체 지원비용 절감이라면 당연히 더 적은 수의 상담원을 원할 것입니다. 

목표가 CSAT 향상에 있다면 상담원 당 고객 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zop.im/staffing-calculator
https://blog.zopim.com/2015/04/21/real-time-monitoring-data-glance/
https://d26a57ydsghvgx.cloudfront.net/content/resources/zendesk-benchmark-Q1-2015.pdf
https://d26a57ydsghvgx.cloudfront.net/content/resources/zendesk-benchmark-Q1-2015.pdf
https://d26a57ydsghvgx.cloudfront.net/content/resources/zendesk-benchmark-Q1-2015.pdf


제품 및 예상되는 질의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 제품은 고객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담원이 고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 평균 채팅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려면 상담원 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채팅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최고 시간대와 낮은 시간대에 필요한 채팅 상담원 수를 더 잘 파악하려면 가장 바쁜 

날의 트래픽을 시간 단위로 나누어 하루 전체에 걸쳐 진행하게 될 채팅 건수를 

추정하십시오. 교대근무 시간대의 각 상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채팅 수를 바탕으로 

이를 나누십시오. 

상담원에게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습니까? 

채팅 경험이 부족한 상담원은 동시에 1~2 개의 채팅을 처리하지만, 유경험 상담원은 

쉽게 4~6 개의 채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모두가 채팅을 처음 접한다면 

처리해야 하는 동시 채팅 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직원 배정 고려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티켓 해결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티켓 대다수가 이메일을 통하여 15 분 이내에 원터치로 해결 가능하다면, 이러한 

티켓은 채팅으로는 더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하여 단계 1 

티켓을 해결하는 상담원이 10 명이라고 가정하면 전담 채팅 상담원 10 명 미만으로 이 

질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복수의 채널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상담원이 채팅과 다른 채널 사이를 넘나들며 지원한다면 전담 상담원이 처리하는 채팅 

수 만큼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채팅 라우팅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까? 

채팅 라우팅 기능을 활성화하면 모든 수신 채팅 요청이 자동으로 상담원에게 

배정됩니다. 이는 모든 상담원이 동일 수의 채팅을 받도록 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각 상담원이 서비스할 채팅 수를 훨씬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4: 상담원 교육하기 



채팅 상담원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 상담원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 고객과의 채팅에서의 적절한 예의 에 대한 지침 제공 

• 상담원이 Zendesk Chat 에 숙달되도록 하기 

상담원에게 관련 지식 제공 

신규 상담원을 배정하려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배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잘 구성된 

내부 지식 창고를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지식 창고를 전부 읽게 한 다음 교재의 내용에 

대하여 테스트를 하십시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고객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복잡한 대답을 더욱 쉽게 전달하게 하려면 제품별 정보에 대한 바로 가기 를 만들기를 

고려하십시오. 이는 상담원이 까다로운 질문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내부 공유 지식 창고 가 있으면 상담원 스스로가 최신 제품 업데이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원 지식 창고, 표준 텍스트, 준비된 메시지, 토막 정보, URL 은 

공유되고 연동되어야 합니다. 개별 정보 저장소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충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고객의 신뢰 수준을 

깎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채팅 예절 교육 

관련 제품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팅은 이메일이나 여타 소셜 미디어 

지원과는 꽤 다릅니다. 고객은 몇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몇 분도 기다리지 않으며, 

이로 인해 채팅 상담원에게는 실시간으로 고객을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채팅을 예컨대 이메일보다 더 개인적인 소통 채널로 여깁니다. 

고객은 이모티콘이나 'LOL'과 같은 문자 메시지 약어 등으로 가득한 플랫폼인 

SMS 에서 친구나 가족과의 '채팅'에 익숙하기 때문에 채팅 상담원과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비슷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은 

https://blog.zopim.com/2015/08/20/6-best-practices-for-chat-etiquette/
https://blog.zopim.com/2014/03/13/7-zopim-shortcuts-that-will-save-time/
https://www.zendesk.com/blog/knowledge-bases-and-forums-whats-the-difference-and-does-it-matter/


항상 고객이 무조건 그럴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담원은 각 

상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혹시나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에는, 실수를 

하더라도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원이 고객에게 항상 가능한 최고의 응답을 제공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인 바로 가기를 만드십시오. 예를 들면, 상담원이 모든 고객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인사말 바로 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Omni Wear 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유지 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부족한 상담원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채팅 대화 내용과 CSAT 점수를 검토하십시오. 고객이 자신의 경험에 

만족하는지 또는 상담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다음은 상담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질문입니다. 

• 제품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 상담원의 경험 수준은 어떠합니까? 

• 상담원에게 어떠한 종류의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까? 

상담원이 고객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일반적으로 고객이 같은 종류의 질문을 합니까? 

• 상담원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고객 대부분의 모국어와 같습니까? 

• 아주 엄격한 브랜드 지침이나 다른 유사한 지침이 있습니까? 

• 상담원에게 타사 채팅이나 실시간 지원 제품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단계 5: 채팅 워크플로 구성하기 

대부분 회사에서는 채팅만이 아니라 이메일, 소셜 미디어, 도움 포럼, FAQ, 및 전화 

지원을 제공합니다. 

https://blog.zopim.com/2014/03/13/7-zopim-shortcuts-that-will-save-time/


여러 채널에 걸친 지원 제공은 어려운 일이지만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직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Facebook에서 배송 정책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대신 답변과 동시에 FAQ 화면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객은 관련된 여러 개의 질의를 가질 

수 있고, FAQ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한 번에 그러한 질문에 모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CSAT 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체 채팅 용량을 줄이고 응답 속도를 단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티켓 생성을 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은 채팅 

채널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원 도구 찾기 

대시보드 하나로 모든 채널의 상태 모니터링을 하십시오: Zendesk Support 

Support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층 수월하게 합니다. 

• 고객 응답(티켓팅) 

• 셀프서비스 답변 제공(헬프 센터) 

• 능동적으로 대응 

채팅은 Support 에 내장되어 있어 상담원은 채팅, 전화, 이메일, 소셜 미디어 서비스 

사이에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 구성 

채팅과 어울려 잘 작동하는 지원 스위트를 선정하였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는 

워크플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고객을 위한 지원 경험의 지속적 제공 

• 안정적인 단계적 경로 지원 

• 상담원 배정 플랜 

• 실시간 채널 관리 및 모니터링 

고객의 지원 경험 

http://zendesk.com/


연구조사에 따르면 83%의 온라인 구매자는 구매를 완료하는 데 있어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고객 기반의 5 분의 

4 를 잃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자신이 선호하는 채널을 사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업체와 

접속하는 것을 더 편안해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접속 방법을 예상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Zendesk를 사용하면 이메일, 전화, 소셜 미디어, 채팅 지원은 물론 지식 창고와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웹 위젯 은 고객을 맞이함과 동시에 채팅 시작, 헬프 센터 

접속, 지원 요청 이메일 전송 등을 모두 고객의 쇼핑 경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매끄러운 지원의 제공은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단계적 경로 지원 

대부분의 경우, 채팅 상담원은 첫 시도에 고객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원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지식, 전문성, 혹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단계적 경로를 통한 지원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Zendesk Chat 과 Support 를 사용하면 채팅 중 또는 후에 채팅 티켓을 다른 상담원에게 

쉽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담원이 고객과 직접 소통하여(예를 들면 

이메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경로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가장 적합한 상담원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 일선의 채팅 상담원이 시간을 내어 다수의 고객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지원 프로세스내의 결함을 쉽게 추적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배정 플랜 

https://econsultancy.com/blog/61991-83-of-online-shoppers-need-support-to-complete-a-purchase-stats
https://econsultancy.com/blog/61991-83-of-online-shoppers-need-support-to-complete-a-purchase-stats
http://www.softwareadvice.com/resources/live-chat-software-for-business/
https://www.zendesk.com/embeddables/


다채널 고객 서비스 제공은 모든 조직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지원 전략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정해진 상담원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채널에 다른 상담원을 배정하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널 배정에는 두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공유 모델에서는 상담원이 동시에 일부 

또는 모든 채널을 처리합니다. 전담 모델에서는 상담원이 단일 채널에 집중합니다.  

• 전담 모델: 각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직에 10 명 이상의 

상담원이 있으면 전담 모델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상담원이 단일 채널에서 

고객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예를 들면, 채팅 상담원은 근무 시간 중에 채팅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상담원이 단일 채널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수립할 수 있어 

고객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담 모델은 

지원팀의 규모를 더욱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단점은 상담원이 복잡한 질의를 주위로 돌리기 마련이어서 고객의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담원들이 비교적 얕은 기술만을 개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공유 모델: 공유 모델에서는 상담원이 가장 주의를 요하는 채널에서 일하다가 

다른 채널이 바빠지면 그 채널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 

모델의 상담원은 일과를 이메일 지원으로 시작하고, 채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채팅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상담원이 시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고 항상 고객의 질의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 채널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으려면 상담원이 고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시간 채널 관리 및 모니터링 

단계적 경로 지원이나 채널 배정 플랜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과 같은 대량 접속 

시기에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수준이 급락하지 않게 

하려면 항상 모니터링하는 관리자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관리자는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수신 채팅 대기열의 크기, 평균 대기시간, 전체 상담원 

채팅 부하, CSAT 점수에 대한 요약을 얻습니다. 

https://blog.zopim.com/2015/04/21/real-time-monitoring-data-glance/


이러한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지원 관리자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 고객이 익숙한 같은 

품질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지원 관리자가 채팅 대기열이 

늘어나고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경우 다른 채널에서 상담원을 빼내어 

채팅에서 고객을 대할 수 있게 합니다. 

Zendesk Chat 의 기본 기능 

Chat 은 채팅 관리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 바로 가기 또는 “준비된 응답”을 사용하여 안내말, 여러 언어로의 질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헬프 센터로의 링크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는 

상담원이 훨씬 빠르게 질문에 응답할 수 있게 하며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 부서 는 위치(국가), 제품, 브랜드, 사업 단위(수금, 지원), 나아가 숙련도에 따라 

상담원을 분류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질의에 대해 지식이 가장 

많은 상담원이 해당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 트리거 는 능동적으로 고객을 대하여 판매 전환을 늘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트리거는 특정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작업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의 특정 화면에 걸려 있는 방문자를 지원하는 트리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채팅 평점 은 고객이 채팅 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점을 남길 수 있게 

합니다. 이 기능으로 CSAT 과 상담원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애널리틱스 는 채팅과 상담원 활동에 대한 조감도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고객과의 채팅을 추적하여 팀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채팅 라우팅은 수신된 채팅을 활성 상담원에게 자동으로 배정합니다. 이 기능은 

고객이 즉각적인 지원을 받게 하고, 상담원이 과부하 되지 않게 하며, 팀 

관리자가 용량을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 모니터링은 관리자에게 채팅, 상담원, CSAT 메트릭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약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채팅 용량, 방문자 경험, 상담원 성과에 

https://blog.zopim.com/2014/01/23/zop-video-shortcuts/
https://blog.zopim.com/2014/09/09/how-to-route-chats-to-specific-departments-using-trig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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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zopim.com/2014/10/09/zop-update-analytics/
https://blog.zopim.com/2015/04/21/real-time-monitoring-data-glance/


대하여 조치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단기 인력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 하이로드 대시보드 는 동시 방문자가 수천에 달하는 조직에 유용합니다. 이는 

수신 채팅과 현재 서비스를 받는 방문자만을 보여줍니다. 모든 다른 방문자는 

숨김 처리됩니다. 

• REST API 를 사용하면 채팅, 상담원, 방문자 데이터를 써드파티 앱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보고 및 모니터링 도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전환 추적 은 전환률과 같은 비즈니스 목표를 측정할 수 있게 하여 채팅이 

얼마나 많은 판매 전환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워크플로를 상세 조정할 때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 어떤 채널로 지원을 제공합니까(또는 제공할 계획입니까)? 

• 지원에 대하여 고객이 어떠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까? 

• 지원 예산은 어떠합니까? 효과적으로 직원을 배정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얼마입니까? 

• 어떠한 종류의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합니까? 

• 원하는 지원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일차적으로 채팅을 제공하고 단계적 경로 지원의 경우에만 전화 지원을 

제공하겠습니까? 

• 누가 채팅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까? 전담 채팅팀이 지원합니까? 혹은 기존 

이메일팀이 이메일과 채팅 모두를 지원합니까? 

• 상담원과 지원 관리자가 얼마만큼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담원과 지원 

관리자가 복수의 채널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단계 6: 성공 메트릭 모니터링 및 채팅 배정 

환경 개선하기 

https://blog.zopim.com/2015/04/16/introducing-premium-better-live-chat-at-scale/
https://blog.zopim.com/2015/04/16/introducing-premium-better-live-chat-at-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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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구축하여 가동하였으면 정기적으로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시스템을 개선하고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몇 가지 예는 보고서 

기능이 어떻게 지원팀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서비스 이후의 채팅 기록에 CSAT 을 적용하면 고객 만족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근본 원인을 심층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중 한 명이 

특정 날짜에 업무수행을 기대 이하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 평균 대기시간을 모니터링 하여 특정 날짜에 이례적인 접속 증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응답 대기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상담원이 얼마나 생산적인지를 알면 지원 업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쁜 시기에 상담원을 알맞게 배치하여 높은 CSAT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한 상담원 데이터와 서비스 중인 상담원 데이터를 불러와 상담원이 

로그인한 때와 실제로 채팅 서비스를 제공한 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담원이 온라인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록은 대기시간이 증가한 

이유를 말해줄 것입니다. 

데이터와 보고서 기능을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채팅 만족도와 상담원의 생산성을 

점검하여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Zendesk 교육 

training.zendesk.com 에서 더 많은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 Zendesk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나에게 이 교육 과정은 용어와 단순한 개념을 물론 

더욱 복잡한 선택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정을 마치면서 제품 

사용에 훨씬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EventBrite 

 

기능 관련 문의 

https://blog.zopim.com/2014/10/09/zop-update-analytics/
http://training.zendesk.com/


support@zendesk.com (기존 고객) 

support@Koreaportal.zendesk.com (Trial고객) 

 

Koreaportal.zendesk.com 은 Zendesk 파트너들을 위해 만든 한국 포탈이지만 FAQ 는 

모든 분들께 Open 되어 있어서 한국 고객 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올려놓고 있으니 기능 관련 문의 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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