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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1. Social Media, Online Review 영향력증가



Trend 2. Self-Service 선호



Trend 3. 실시간채팅선호

출처: https://econsultancy.com/blog/63867-consumers-prefer-live-chat-for-customer-service-stats/





Trust

Evangelism

Loyalty

Transparency

Empowerment

Responsiveness

Any customer service interaction is 4x more likely to drive disloyalty, than loyalty.



Zendesk Overview



Headquarters

San Francisco
Employees

1,600+
Countries We Do Business In

167
Paid Customers

94,000+
Yearly Interactions Processed

1 Billion



소프트웨어

통신

여행 및 부동산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소매

교육 및 비영리

전세계 94,000개이상의조직이
Zendesk에게고객을맡기고있습니다.

게임



74% of customer service professionals report an inability to innovate with thei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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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desk Support는
고객지원티켓의추적, 우선순위설정및해결을

위한놀랍도록간편한시스템입니다.



Multichannel	customer	service



맞춤화된서비스
마켓플레이스앱으로 지원을확대하고, 

앱이나 웹사이트에 임베드하거나, API로맞춤

설정하십시오.

Multichannel	customer	service

인간친화적인고객서비스
고객이 선호하는채널에서 반응적이고맞춤화

된 지원을제공하여 고객과의신뢰를

구축하십시오.

상담원생산성향상
협업, 정보 수집및 자동화를위한효과적인

도구로 성공을위한에이전트를 설정하십시오.



Zendesk의지식창고, 온라인커뮤니티, 
셀프서비스포털맞춤일체형솔루션인헬프

센터를통해원활한셀프서비스환경을제공하고
헬프데스크지원요청횟수를줄일수있습니다.



Knowledge	base	and	self-service	on	all	devices



Ticket	deflection	and	agent	productivity	made	simple

지식창고

고객과 상담원이가장 자주묻는 질문에대한

답을 제공하는유용한 도움말을만드세요.

온라인커뮤니티

크라우드소스 지원을홀용하여 고객과

개방적인 대화를촉진하고 피드백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서비스포탈
고객이 로그인하여티켓을 추적하고구독한

커뮤니티 주제및 질문을볼 수있습니다.



STRIKE UP A CONVERSATION
실시간채팅을통해고객과신속하게실시간으로

소통할수있습니다.



Live	chat	software



Why	use	live	chat?

고객위주의지원활동을
펼치세요.

고객의 질문을예상하여 고객이가장 필요로할 때, 
그리고 고객이가장 필요로하는 곳에서도움을

제공하세요.

매출을높이세요.

채팅으로 연결될때 고객의구매
가능성이 3배나더 높습니다 .

대기시간을줄여만족도를
높이세요.

실시간 채팅을통해 상담원은더 적은
시간으로 더많은 고객에게더 큰만족을

더 빠르게제공할 수있습니다.



TALK IT OUT
Zendesk 티켓작성시스템에내장된콜센터

솔루션으로고객과연락하세요.



Call	center	software	built	in	Zendesk	Support



Call	center	software	for	more	personal	and	productive	phone	support	conversations

생산성향상

상담원이 전체고객 기록, 자동티켓 생성및

통화 녹음을통해 워크플로가 아닌대화에

집중할 수있도록합니다.

추적및개선

강력한 교차채널 분석을통해 전화지원

운영에 유연성의 IVR 및 그룹라우팅, 이익

가시성과 큐를간소화

유연성유지

상담원은 Zendesk지원 센터에서즉시

전화를받을 수있습니다. 추가 기술자, 장비

또는 교육이필요하지 않습니다.



STAY IN TOUCH
Zendesk Message는 Facebook 및 Twitter와 같은

기업이 즐겨 사용하는 메시징 앱에서고객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고객 메시징 소프트웨어입니다.



Messages	from	different	channels	all	in	one	place



Why	use	Zendesk	Message?

고객이있는곳어디서나지원

Zendesk Message는 Facebook 및 Twitter와 같은

기업이 즐겨사용하는 메시징앱에서 고객

참여를 유도하는새로운 고객메시징

소프트웨어입니다.

친근하게대화
고객이 즐겨사용하는 메시징앱에서

친근하게 소통하세요.

apps

성장과함께확장가능
회사가 성장하면서지원 기능도확장합니다. 

Zendesk Message는실시간 메시징을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DIG IN
Zendesk Explore는고객경험전체를 평가하고
이해할수있는 애널리틱스를제공합니다.



Zendesk	Explore	is	customer	analytics	software



What	Zendesk	Explore	brings	to	data-driven	companies

더욱효율적인 팀워크구축
팀의 작업역량은 물론업무 성과를측정하세요.

고객에대한 정확한이해
고객이 귀사의웹사이트, 제품 또는지원

채널을 어떤식으로 사용하는지알아보세요.

만족한고객과 불만족한
고객을파악하세요.

어느 고객이만족하고 관심과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고객이 누군지알아보세요.



GET PERSONAL
타겟 캠페인과능동적인 참여를위한고객

인텔리전스소프트웨어



Proactively	support	and	engage	customers	throughout	their	journey

This image cannot currently be displayed.



Make	the	right	connection

고객에대한이해증대

Zendesk 제품군 전반에서고객 데이터를

수집하세요. 이벤트와 대화의타임라인으로

더욱 의미있고 완벽한정보를 파악하세요.

고객별 맞춤서비스제공

행동 또는프로필에 따라고객 세그먼트를

만드세요. 그런 다음동향을 파악하고타겟

캠페인을 시작하여고객별 맞춤메시지를

보내세요.

신뢰와 충성동향상

더욱 돈독한관계를 유지하도록하세요. 

문제를 미리파악하여 고객이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알기도 전에미리 지원을

제공하세요.



Zendesk(Typical) Use Case

고객 (문의/요청자)

CS 상담원
/엔지니어

/영업

재무,
물류, IT팀 등
고객문의
관련된
내부부서

헬프센터
(셀프서비스포탈) Zendesk 앱들

문의문의

문의
답변
문의
답변

자가해결
(Self-Help)
자가해결
(Self-Help)

요청
답변
요청
답변

내부
요청
내부
요청

확장/통합확장/통합

ERPERP CRMCRM CTICTI

11

22

33

6677

88

44

55

FAQ
업데이트

FAQ
업데이트



고객(직원) 경험

1. 일관된서비스경험
2. 신속하고정확한답변을통한만족도증가
3. 수시업데이트되는 FAQ통해스스로문제해결



헬프센터UI

FAQ, Community,최근 본문서,관련문서검색 등을통해고객셀프서비스지원



1. FAQ 검색



제목에단어입력시,
Knowledge Base에서
관련글들을추천해주어
꼭필요한경우만문의

제목에단어입력시,
Knowledge Base에서
관련글들을추천해주어
꼭필요한경우만문의

2. 온라인문의



커뮤니티에활동
내역및 및팔로잉한

게시글확인가능

커뮤니티에활동
내역및 및팔로잉한

게시글확인가능 문의내역및현황
확인가능

3. 나의문의내역조회



웹페이지에기재된
지원팀이메일로

“브로셔전달”요청

즉각적으로
브로셔링크
메일을받음.

4. 이메일 - 문의

일반적인경우



비공개메세지로
답변을받음

비공개메세지로
답변을받음

5. Social Media(Facebook, Twitter) - 문의

비공개메시지로
문의

비공개메시지로
문의



6. 구글리뷰 -앱피드백제공

피드백에대한
회신받음

피드백에대한
회신받음



고객센터위젯은웹페이지어디에든 임베드가능

Self-Help를 위해
먼저 FAQ 검색후,

채팅유도

7. 실시간채팅 -문의



Agents(서비스직원) 경험

1. 손쉽게개인작업환경설정
2. 다른담당자와협업
3. 클릭수최소화로시간절약



AgentsUI

손쉽게개인작업환경설정 / 다른담당자와협업 / 클릭수최소화로시간절약



1. 프로필업데이트

사진, 연락처, 기본 언어, 
티켓서명등을추가할

수있음



2.1 티켓처리 –담당자지정/가져오기



2.2 티켓처리 –내부담당자에게문의/지원요청



3. 티켓처리 -이메일답변



4. 티켓처리 – 페이스북비공개메시지답변



5. 티켓처리 – 페이스북담벼락답변



6. 티켓처리 -구글리뷰답변





바로가기기능을통해
미리만들어놓은

인사말/끝인사, 답변을
불러옴

고객프로필, 방문경로,
티켓이력, 브라우저 등
문의고객관련 정보

확인가능

7. 실시간채팅상담



언어별 글 작성

8. 헬프센터 – FAQ 올리기



“::”구분자를넣으면
그룹(예:대/중/소)으로
분류되어표시됨.

답변 템플릿을
불러오고
해결로처리

9. 매크로(사전답변템플릿/처리) 만들어서활용하기



10. 나만의보기(뷰) 만들기



관리자(Admin) 경험

1. 다양한채널설정및관리
2. 마켓플레이스앱과API를통한타시스템연동 -확장성증가
3. 템플릿과오픈소스를통한신속한헬프센터구축/관리





Chat



Chat



Chat











헬프센터디자인



헬프센터구축



73

마켓플레이스앱

380+ 상용화된앱들과연동

Zendesk & Zendesk 연구소에서만든 무료 앱들

앱프레임워크기반앱개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Zendesk 통합

외부데이터를토대로트리거실행

데이터내보내기및수정

강력한ZendeskAPI

Zendesk API –
최신기술, 개방형, 

완벽한기능성



Embeddable



모바일앱
모바일SDK /Web바로가기



다국어지원
40개이상언어지원

이 항목을티켓폼의필드나
매크로 등에넣으면 사용자
브라우저 언어를자동으로

감지하여해당 언어가 표기됨





프로세스자동화
트리거,자동화,매크로를활용하여업무표준화/자동화

트리거

•셋팅된조건기준,정해진
Action을자동으로처리

•예1)앱스토어를통해
인입되는이메일제목
기준해당 언어담당
상담원들에게자동티켓
할당
•예2)주제별/언어별
상담원/그룹에티켓할당

자동화

•시간조건기준으로
정해진 Action자동처리

•예1)가입후
1,000~10,000시간 이되면
VIP고객으로태그
•예2) 24시간내해결된 VIP
고객이슈건들대해서,
자동으로설문/만족도
조사이메일발송
•예3) 낮은만족도건은
팀내이메일로자동공유

매크로

•답변템플릿을만들어서
고객이슈/문의건에대한
응답시바로적용

•정해진담당자로할당 등
특정필드업데이트

•상담원경력에관련없이
동일한건에대해일관된
답변을신속히제공가능



설정한조건(설정값기준)들이충족되면설정한작업을수행

트리거만들기



설정한조건(시간기준)이충족되면설정한작업을수행

자동화(Automation) 만들기



고객문의응답시신속한처리를위해서,사전담변템플릿을만들거나특정작업을수행하도록설정

매크로만들기





분석 정보/보고서

데이터기반혁신촉진

대시보드 CSAT & NPS 벤치마킹



Insights 보고서활용예
팀별 브랜드별 상담건수, 브랜드별 상담건수, 직원별 평균 응대시간 등







Zendesk for	ITSM



Zendesk

Chat



앱들과호환/통합-앱프레임워크
오프소스(비전매특허) APIs

파트너에코시스템

개방형 &확장형

통찰력지원보고서,
글로벌 벤치마킹,고객포털등

지속적인업그레이드

지속적인개선

놀라울정도로간편하고파워풀한
클라우드고객서비스플랫폼

사용하기쉬움.
민첩하게구성할수있음.
빠르게확장사용가능.

신속한사용및효과



감사합니다.

30일 평가판 신청하기
Zendesk Korea Portal
www.zendesk.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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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세서및보안

1. 주요기능목록
2. 기술명세서
3. 데이터기술아키텍처
4. 시스템요구사항
5. 보안



주요 기능 목록
분류 기능 기능 설명

문의접수
(고객)

FAQ 고객이문의접수전, 헬프센터에서문의하고자하는내용관련 FAQ	를확인할수있습니다.

카테고리별 접수 고객이문의접수시, 카테고리를선택하고접수할수있습니다.

파일첨부 고객이문의접수시파일등을첨부하여접수할수있습니다.

여러채널을통한접수 이메일,전화,실시간채팅,온라인문의, 페이스북,트위터,구글리뷰 등여러 채널을통해문의를접수할수있습니다.

문의분류
(상담원)

카테고리별/언어별분류 접수된문의를카테고리별, 언어별 등으로원하는기준으로문의건을분류해서조회할수있습니다.

담당자 지정/변경 접수된문의에대한처리담당자를지정하거나변경할수있습니다. 또는변경후다시다른담당자를지정할수있습니다.

담당자 자동할당/재할당 정해진조건(예: 카테고리별)기준으로담당자를자동할당할수있고,할당된문의를다른담당자/팀에게재할당할수있습니다.

문의당기기 다른사람에게할당된문의를자신에게할당되도록가져올수있습니다.

문의검색 고객정보,제목,내용등 검색어를통해문의를검색할수있습니다.

문의처리
(상담원)

답변 텔플릿 미리저장해둔답변템플릿을불러와답변할수있습니다. (대그룹,중그룹,소그룹등으로분류가능)

텍스트에디터 문의답변시텍스트에디터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재답변 이미답변 완료한문의를재답변할수있습니다.

내부메모 고객답변전,내부담당자들과메모를남기고의견을교환하고전문가에게도움을요청할수있습니다.

여러채널통합관리 문의답변시,고객이문의한채널로답변할수있습니다. (예:이메일, 페이스북담벼락/비공객메시지, 구글리뷰 등)

이전문의확인기능 접수된문의창내에서해당고객이이전에접수한문의를확인할수있습니다.

내부처리기능 답변을실제발송하지않고처리완료로변경할수있습니다.

보고서/통계
(관리자)

티켓접수/처리통계 카테고리별,담당(개인/조직)별,기간별(일/주/월)별,채널별 처리된문의건수및처리현황 별 건수를확인할수있습니다.

인기컨텐츠/상담원통계 FAQ, Community에올라간글별조회수,답글수를확인할수있고,상담원별성과와만족도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커스텀보고서 정해진보고서들 외에관리자가보고서마법사를통해서보고서를만들고공유할수있습니다.

파일내보내기 엑셀, PDF	파일등으로내보내기할수있고, 특정레포트를이메일로 (PDF	버전) 받을수있도록스케쥴링을설정할수있습니다.

자동화 자동화된처리 자주들어오는문의에대해서자동으로답변을하거나, 설정시간내회신이안오면 종료처리하는등 특정조건이맞으면 특정액션을취하도록
설정할수있습니다.



기술 명세서
기술명세서(영문)



데이터기술 아키텍처



시스템요구사항
Zendesk는 웹기반 SaaS 애플리케이션이라서 OS 가필요하지 않습니다.

웹브라우저 요구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 Mail API: The mail API allows you to set properties 
on tickets by adding some specific commands to the 
body of your email response to a Zendesk
notification, or to create a new ticket.

● Remote authentication: Simple login for your users. 
Remote authentication allows you to authenticate 
Zendesk users on your own domain, rather than 
having them register and maintain a separate login 
and password in Zendesk.

● REST API: Perfect for allowing developers to 
connect your Zendesk to custom plug-ins or larger 
third-party applications like Salesforce.

● Widgets (Javascript API): Useful for displaying 
external data onto your help desk and fostering 
lightweight communication between other servers in 
your organization and your Zendesk.

For the agent/administrator user 
interface:

● Google Chrome v. 30 and higher
● Mozilla Firefox v. 18 and higher
● Apple Safari v. 6.1 and higher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v. 9 and higher

For the end--user Help Center On 
desktop:

● Google Chrome: latest two versions
● Mozilla Firefox: latest two versions
● Apple Safari: 5 and higher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8 and higher On mobile
● iOS 6 and higher
● Android 4 and higher
● Chrome Mobile for Android: latest two versionsZendek’s	robust	API



보안(Security)

•전용보안 팀

•시스템보안 모니터링 연중무휴

•모든데이터센터의성능및가용성 모니터링연중 무휴

•지속적인보안 코드 훈련과경험이 풍부한엔지니어링 직원들

• SSAE 16 유형 II 호환데이터센터

•제한된 IP 액세스, Flexible한 싱글 사인온(SSO), 데이터암호화, 지속적인취약점 스캐닝, 암호화된사이트

백업과 역할기반응용프로그램

•보안기능 : 암호 복잡성 / 관리자기반의 단일로그아웃 / 역할및권한 / 액세스제한

•사용자인증과 액세스제어

•안전한멀티테넌트 네트워크아키텍처

•네트워크및 애플리케이션 침투테스트를통해사람이직접 보안감사

•외부플랫폼과응용프로그램의취약점 검사를통해자동화된취약성분석

•정기적인업데이트는 모든사람이 최신응용프로그램과보안혁신이보장하는 모든고객에게출시

https://koreaportal.zendesk.com/knowledge/articles/226900487/ko?brand_id=1164908



물리적보안
Zendesk 서버들은 Tier III, SSAE-16, or ISO 27001 에 충족하는시설물들에호스트되어있습니다.
네트워크보안
동급 최고의방화벽과라우터기술, SSL 암호화및 모니터링 네트워크침입 탐지시스템및사전에악성
트래픽 및기타 바람직하지 않은것들을차단하여보호합니다.

전송보안
Zendesk 서버와의 모든 통신은업계 표준 인 SSL을사용하여기본적으로 암호화됩니다. 이것은귀사와
젠데스크사이의모든 트래픽이통과하는동안안전하다는것을보장합니다. 

액세스제어
Zendesk 내의데이터에대한 모든 액세스는 액세스 권한의적용을받습니다. 모든 사용자는사용자이름과
암호에의해인증됩니다. 

응용프로그램 보안
Zendesk는 사용자로그인 또는구성변경 등의보안이벤트를포함, 강력한응용프로그램의 감사로그를
유지합니다. 또한 bcrypt (소금) 해시 함수를사용하여암호를 저장합니다.

취약성관리
정기적으로 모든 취약점을식별하고신속하게완화되도록응용프로그램 및생산인프라를분석하기위해
사내도구업계인식, 타사보안전문가, 엔터프라이즈 급보안솔루션및사용자정의를사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젠 데스크는 E.U.-U.S.에서 인증스위스-과미국의. 세이프하버 (Safe Harbor) 프로그램과는상거래의
세이프하버 (Safe Harbor) 프로그램에등록되어있습니다.



Zendesk 활용사례



고객의기대치를높이는 혁신적인서비스



“우리고객들과의가까운관계는가어떻게우리자신을
차별화시키느냐에달려있습니다. 이제우리는 페이스북

메신저를통해고객들과연결할수있고, 개인적인주목을
받고 즉각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

Aaron Ginn, Growth Product Manager, Everlane새로운
영업
채널

새로운
영업
채널





“우리는스마트폰앱을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어느나라에서어떤 기기를
통해서고객들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상담원을할당하고지능적으로고객
이슈를처리해야합니다. Zendesk에서제공하는 모바일 SDK는매우

유연하고우리비즈니스에큰영향을주었습니다.”
Josh Greenwald, Community Support Lead, Swiftkey

250m
Smartphones

280,000+
Help Center Views / 

mo.

6
Full-time Agents

70:1
Self-service ratio

디지털채널
최적화

(Google Review)

디지털채널
최적화

(Google Review)



내장된고객서비스



브랜드이미지에맞게
복잡하지않게
커스마이징



지원서비스
최적화

Identities	have	been	replaced

“Zendesk는매우직관적이어서처음부터 바로
사용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다른 어떤 지원솔루션보다강력하고
유연합니다”

내부업무
생산성증가
내부업무

생산성증가



Wintec



Pocketmon-Go



Trivago





Zendesk마켓플레이스에서유용한

앱들을다운로드받아 업무효율성을

높일수있습니다.

인기앱 Top	5



1.	시간추적(Time	Tracking)
티켓(문의건)별처리한시간을저장하고,리포트로조회가능



2.	Advanced	Search
고객명,제목,문의내용,채널,담당자명,태그,날짜등을통해문의검색

검색 필드들검색 필드들

검색 결과에
표시할
항목들

검색 결과에
표시할
항목들



3.	답변제안(Answer	Suggestion)
헬프센터에서관련내용을검색하여답변



4.	조건부필드(Conditional	Field)
문의하기양식(Ticket	Form)별표시하고자하는필드지정.(Enterprise	구매시사용가능)



5.	최근5개티켓
고객이요청한최근5개의티켓을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