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글로벌 소비자의 66%
가 불만족스런 고객 서비스로 
인해 사용하던 브랜드나 기업을 
바꿨습니다. 그중 82%는 고객 
서비스가 더 좋았더라면 변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 Accenture Global Consumer 
Pulse Survey, Accenture, 2013년 11월

1. 모빌리티
고객들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해 신호 대기 
중에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회의 시작 전 직원과 
온라인 채팅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업에 연락할 때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의 고객은 60분 이내 
응답을 바랍니다.

— “Are Consumer Expectations for Social Customer Service 
Realistic?” Jay Baer, The Social Habit, 2012년 10월 4일

2. 옴니채널
옴니채널이란 통합 음성, 동영상, 웹 커뮤니케이션,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전문가와의 주문형 액세스를 포함하는 모든 채널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여러 
채널을 넘나들며 사용할 때, 기업들이 각 채널을 연결해주길 바랍니다. 즉, 
시간, 장소,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고품질 체험을 
원하는 것입니다. 

옴니채널의 주요 특징
• 기업 및 단체와 소통 시 고객의 불편을 감소

• 고객의 서비스 채널 변경을 고려, 철저한 전후 상황 파악 및 
정보 관리

• 맞춤형 고객 서비스

휴대폰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던 소비자의 90%가 
다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 클라우드
Cisco는 클라우드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를 통해 기업은 빠르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쉽게 확장할 수 있으며, 자원을 최대화하고, 최신 
업그레이드 및 솔루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 센터가 클라우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업계의 구축 
모델과 비즈니스 가치를 획기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진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진정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 James Staten,
수석 애널리스트, Forrester Research

4. 비디오
동영상 및 콘텐츠 협업이 모바일 고객 체험 채널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기업의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담당 직원과 온라인으로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경험이 크게 향상되고, 복잡한 업무는 
간소화됩니다. 

비디오를 활용하는 3가지 방법:
모바일, 웹사이트, 지점

5. 토탈 고객 체험
토탈 고객 체험을 분석하면 고객을 이해할 수 있을뿐 아니라, 
고객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미리 대비하고,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통
• 채널 간 고객 소통

•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 

• 더 높은 고객 충성도, 가치, 반복 구매 촉진

참여 촉진
• 막힘없는 경험

• 생산성 증대

• 일관된 결과

최적화
• 하나의 플랫폼으로 복잡한 과정을 간소화

• 간단한 통합 및 TCO 절감

• 간단한 관리 구성

고객 서비스의 변화를 
이끈 Top 5 트렌드
오늘날의 고객 서비스는 단순한 전화 응답, 그 
이상입니다. 현대의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디바이스에 막힘없이 서비스를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솔루션은 더 이상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고객 서비스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5가지 
중요한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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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First Is Dead, Says Google Display 
Ad Chief Neal Mohan,” Forbes, 2014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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