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보적인 고객 서비스의 세 가지 핵심 요소
Zendesk를 이용하는 기업은 독보적인 고객 서비스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활용하여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

팀원들은 고급 시스템으로 지원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이메일, 전화, Twitter, Facebook, 채팅을 비롯한 

모든 채널을 통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자동화, 의미있는 조직구성, 효율적인 지원컨텐츠 

관리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시세를 확장중인 기업의 여건에 맞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 셀프 서비스

도움말 센터를 통해 40가지 이상의 언어로 지원되는 기술 자료, 

커뮤니티, 고객 포털 등 고객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경로로 고객을 유도합니다. 고객의 질문을 추적하여 예측함으로써 

고객 센터에 연락할 필요 없이 손쉽게 필요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정보 출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원 이력을 추적하거나 기술 

자료와 커뮤니티를 검색할 수 있는 단일창구도 제공합니다.

고객과의 소통

데이터 수집, 고객 의견 수렴,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원 

팀의 서비스를 고객과의 추가적인 거래를 창출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Zendesk는 고객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유익하고 인간적이며 생산적인 대화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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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DESK 사업 현황

• 75,000개 이상의 기업 고객

•  하루 평균 460만 건의 
거래 www.zendesk.com

시작하기

30일 무료 체험판을 

신청하십시오.

쉬움  
간편한 셋업과  

손쉬운 사용

효율성 

더 적은 투자로  

더 많은 성과

유연성  
맞춤화 및 확장 용이

비용 절감  
투자 효과 극대화

독보적인
제품 지원 

모든 단계에서  

아낌없는 지원

장점

• 150개국

•  미국과 유럽에 데이터 
센터 운영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상적인 소프트웨어 
Zendesk는 기업과 기업 고객의 관계를 한층 더 개선시킵니다.



단일 기능이나 기능성 세트로 계획 실행에 추진력을 얻고 싶습니까?

상품 비교

TEAM PROFESSIONAL ENTERPRISE

지원 담당자당   

월 19달러 
(매년 대금 청구)

지원 담당자당   

월 49달러 
(매년 대금 청구)

지원 담당자당   

월 99달러 
(매년 대금 청구)

늘어나는 팀원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협업

업무 환경 맞춤 설정 및 

글로벌 성과 개선

최상의 통제력 및  

유연한 확장성

성공 프로그램 　 　

티켓 양식(1개이상) 　 　

이메일 규정에따른 archive 　 　

샌드박스 테스트 환경 　 　

멀티브랜드(최대 5개) 　 　

비즈니스 규칙 분석 　 　

감사 기록 　 　

지원 담당자 역할 및 승인 설정 　 　

다국어 지원 　

지원 시간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커뮤니티 게시판 　

동적 컨텐츠 　

CSAT 설문조사 　

SLA 추적 　

맞춤형 도메인 호스트 매핑 　

시간 추적 　

SAML 지원을 통한 SSO 　

복수 조직 　

분석 정보 보고서 업데이트 　 매일 매시간

비공개 앱 　

비즈니스 규칙

기술 자료 맞춤 설정 

앱 스토어 

도움말 센터 HTML 템플릿 

공유된 보기 및 매크로

Voice(고유 전화 지원 솔루션) 연동됨(별도구매) 

Zopim(실시간 채팅 솔루션) 연동됨(별도구매)

API 접속 200RPM 400RPM 700RPM

Zendesk 지원  주 5일 8시간(이메일만) 주 5일 24시간 연중무휴 24시간

Zendesk  추가팩(Add-on)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www.zendesk.com

고객이 Zendesk를 극찬하는 이유

손쉬운 사용법과 설정

“Zendesk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편의성과 성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Zendesk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 
접해본 소프트웨어 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성장에 맞게 확장

“Zendesk는 직관적이라 시행착오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웹 기반 솔루션이라 
확장이 용이해서 늘어나는 업무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급 분석 및 보고

“Zendesk 통계 기능으로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추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비즈니스 부서가 
가장 많은 티켓을 제출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걸렸으며, 하루 중 티켓이 가장 많이 제출되는 
시간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40가지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는 도움말 센터

“다양한 언어로된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 적절한 
다국어 시스템이 필요해졌는데... Zendesk 덕분에 이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확장하기 수월해졌습니다.”



고객에게 긍정적인 
지원 경험을 전달합니다.

고객 셀프 서비스가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원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보다 
셀프 서비스를 
선호한다.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면 기술 
자료(Knowledge 
Base)를 이용하겠다.

출처: gartner.com, pewresearch.org, oracle.com, nuance.com, coleman-parkes.co.uk

3명 중 

2명

10명 중 

9명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 이후로도 
2년 이상 해당 
업체를 찾는다.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 이후로도 
2년 이상 해당 
업체를 기피한다.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