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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가이드: 고객 만족 최우선 
협업

오늘날의 고객 서비스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고객 서비스를 세 가지 흐름 즉, 첫 번째 과거의 고객 관리, 두 번째 최근의 고객 관리, 세 번째는 가까운 미래의 고객관리 측면에서 접근해 보십시오. 첫 번째 흐름에서는 서비스 센터가 물리적인 
장소였고, 음성이 지배적인 채널이었으며, 통화량과 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흐름에서는 서비스 센터가 가상화되고 다양한 관리 채널이 가동되었지만, 여전히 서로 간에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세 번째 흐름에는 비디오, 모바일, 소셜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뿐 아니라 전 채널에 걸친 연속성까지도 포함됩니다. 모든 채널을 고객 경험 전반에 걸쳐 매끄럽고 

일관된 상황별 경험으로 통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날 고객들은 시간, 장소,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는 막힘없는 
서비스를 원하며, 각 채널을 넘나드는 연속성을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경계 없는 고객 서비스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고객 
서비스는 기업들이 훨씬 친근한 맞춤형 방식으로 고객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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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고객 서비스 환경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 고객서비스 담당자들은 고객이 온라인에서 친구와 채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객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은 편리함을 물론 더욱 친근하고 재미있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얼굴을 마주하는 비디오 소통은 오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신뢰 
관계를 구축해줍니다. 

• 채널 전반에 걸친 연속성은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도, 충성도, 
지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컨택 센터(채팅, 소셜 미디어, 비디오, 모바일, 이메일, 음성)와 오프라인 매장(키오스크)을 
통해 토탈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분 좋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이며, 이제 여러분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고객 서비스 전략은 전화, 비디오, 모바일, 채팅, 소셜 미디어를 
통합하고, 이 모든 관리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Cisco® DX80, DX70, CX650 
엔드포인트는 데스크톱에서 바로 
고객과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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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

항상 옴니채널 접근 방식으로 시작

• 고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소통하든지 항상 일관되고 질 높은 경험을 
기대합니다. 고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거나 세컨드라인, 백오피스, 또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소통이 서로 연결되어 전체 진행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성, 비디오, 이메일, 채팅, 소셜 미디어 등 채널 전반에 걸쳐 개별 
소통이 상황별로 연결되고, 막힘없는 경험으로 통합될 때 옴니채널 경험이 탄생합니다.

• Cisco 플랫폼은 조직의 옴니채널 전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객이 여러 채널을 
넘나들며 사용할 때 지속적인 상황과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은 한층 더 맞춤화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짜증과 번거로움은 줄어듭니다. Cisco 플랫폼은 새로운 
고객과의 소통 채널 또는 유형을 추가될 때 서드파티 솔루션도 손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객서비스 담당자들의 모바일 서비스 역량 강화 

• 2013년에만 해도 모바일 고객 서비스 전략을 갖춘 조직은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인터넷 사용자 중 60% 이상이 모바일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Gartner

• Cisco의 Agent Request API를 사용해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기능을 손쉽게 
모바일 앱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은 모바일 장치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비디오 시스템으로 맞춤형 고객 관리 실현

• 비디오를 통한 교류로 대면 고객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고객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을 지원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브랜드 충성도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 Cisco는 키오스크 비디오, 모바일 비디오, 몰입형 비디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비디오 채팅을 나누는 것을 넘어 도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디바이스로 실시간 튜토리얼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직접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가까운 
장소를 제안하고, 대리인과 예약을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기능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한결같은 유연성으로 클라우드까지 연결

유연성은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양한 호스팅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간에 손쉽게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성수기에도 신속하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추가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Cisco Hosted Collaboration Solution for Contact Center는 변화하는 고객 
서비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고객 건당 1
만 ~1만 2천명의 상담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협력업체와 함께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고객 및 다른 협력업체의 클라우드까지 
연결하는 인터클라우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가지 혜택으로 Cisco Hosted 
Collaboration Solution 협력업체들은 클라우드 기반 CRM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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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는 Cisco 협업 
시스템 
Cisco 협업 솔루션은 얼굴을 마주하는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을 드립니다. Cisco 협업 솔루션은 전면 교체(rip-and-replace) 전략과 달리 
어디에서나 바로 협업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의실, 모든 데스크, 모든 휴대기기에 탁월한 협업 경험을 만들어 드립니다.

• Cisco의 뛰어난 DX, SX, MX, IX 비디오 엔드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모든 디바이스를 망라해 음성, 비디오, 모바일, 소셜, 프레즌스를 손쉽게 통합합니다. 

• 중견기업 시장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선도하는 Cisco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고품질의 안전한 WebEx® 컨퍼런싱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모든 사람과 연결됩니다. 

•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Cisco가 구현하는 완벽한 컨퍼런싱 솔루션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혁신적인 고객 협업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 충성도, 지지도를 높여줍니다. 

• Cisco 고객 협업 솔루션으로 가능해진 맞춤형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참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sco Remote Expert Solution Design Guide

Reshaping Retail with Mobility:How to Bene�t from Changing Consumer 
Behaviors

Revitalizing the Store in a Cross-Channel World

Winning Strategies for Omnichannel Banking

Cisco DX80 엔드포인트로 
전세계 사람들을 자신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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