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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growing SaaS Company Service 360 Platform #1 Customer Service

세일즈포스서비스플랫폼 : Servic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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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에기반한지속적인성장 고객서비스혁신을위한
솔루션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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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불확실성의시대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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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환경에서고객서비스책임자들은점점더어려운
환경에처해졌습니다.

운영비용 고급인재 고객의기대

Th e Gr ea t  Accep t an ce 
An d  Th e New 
Ba t t leg r o u n d  Fo r  
Em p lo yee  Ret en t i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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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er n a t e  Br an ds  Du e 
t o  Po o r  Cu s t o m er  Ca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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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 그어느때보다도빠른변화

디지털기반의
의사결정

디지털앱의
중요성

디지털을통한직원의
지원

The Digital 
Customer

디지털채널로의
이동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증대

디지털커뮤너티의
증가



긴대기시간

수동적서비스

단절된고객정보

데이터부정합

상담원들의숙련도

당신의고객

We ’re  in  a  Ne w  Wo rld  
고객과의소통이그어느때보다어려워졌습니다.

당신의회사

State of Marketing, 7th Edition, Salesforce Research, August 2021. 

고객서비스
불만족으로타
브랜드로이동

경험

70%

각종규제



새로운접근을위한시간입니다

기술자체로는분할된구간에다리를놓을수없습니다



실패로이어지는대부분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8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작

14%
성과개선및

유지

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

McKinsey 설문조사*
2019년 4월

* “Five Moves to Make During a Digital Transformation”, 2019년 4월, Mckinsey.com



상담원의생산성향상
- 통합콘솔/AI/Automation 

Connected 고객중심서비스
- Customer360

고객중심의서비스강화전략 : Customer 360 Service

쉽고빠른서비스확장
- No/Low code servic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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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lblazer Success & Community • World’s #1 CRM • Fast Time to Value • Scalable & Flexible • Work From Anywhere

세일즈포스고객 36O플랫폼

단일플랫폼기반으로모든비지니스솔루션제공

플랫폼유연성과확장성강화



완벽한서비스뷰구축은어려움
데이터는여러시스템에존재



상담사를위한고객 360 View
Service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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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도입이전과비용연간총비용 55%절감

•분산된고객정보 (계약,서비스등)로인한고객불편발생 (담당자이동및단절),민원대기및
처리시간증가,업무효율저하 (통합정보없음)

•협력업체및유지보수계열사에대한협업시스템미비로수기업무수행

•콜센터시스템미비,노후화된하자보수시스템,하자보수처리메뉴얼작업

•고객의오프라인방문및전화문의를통해고객서비스업무처리,고객입장에서는접수한
서비스처리현황이나결과를확인하기어려움

•세일즈포스기반의통합고객관리플랫폼을구축하여계약,입주,사후,서비스처리등고객이
주거지에입주를계획하는단계부터실거주까지의주거여정을통합관리가능

HDC현대산업개발은국내주요도시
랜드마크를개발하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수행하며 IPARK 
브랜드를보유하고있다.

사회적통념에기반한좋은집을제공하는
시대는끝났으며, 고객의니즈에맞춰
지속적으로변화해나가야한다.

현대산업개발은전통산업군의틀을깨고,
세일즈포스와함께고객의목소리를
경청하기이한혁신을지속할것이다.

-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대표

75%
고객문의

응대소요시간

40%
모바일

고객서비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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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탑재된도구로상담사의생산성강화

사례관리

다이내믹
레이아웃

매크로및
빠른텍스트

지식문서

옴니채널
라우팅

간단한구성
&사용자지정

Lightning Flow: 
상담스크립트 & 
자동화

Einstein에내장된
AI

CTI 통합

SLA 및권리

사용자정의
보고서

AppExchange

데이터통합



Einstein Case Wrap-
Up

Einstein Article 
Recommendation

Einstein Next Best 
Action & 

Recommendation 
Builder

Einstein Reply 
Recommendation

Einstein Case 
Classification & 

Routing

상담원생산성을위한 Einstein AI 서비스기능

AI*(Artificial Intelligence) : 데이터학습을통해서다양한의사결정을지원하는인공지능

• Case 상담내용을
분석하여처리결과
자동추천

• Wrap-up for Chat
• Wrap-up for Voice 

(Pilot)

• Case 제목및본문을
분석하여자동분류및
상담원할당

• 65+ 언어지원

• Case 상담내용을
분석하여자동으로
Knowledge 기사추천

• 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등
7개언어지원

• Chat & Messaging
(SMS, Facebook, 
WhatsApp) 채널응대시
답변추천

• English Only

• 상담원에게최적의
고객오퍼링및응대
프로세스추천



고객과상담시,실시간STT +생산성도구들으로상담효율성증가
상담생산성증가

고객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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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상담사들이빠르고맞춤화된고객서비스제공가능

•하루평균 30,000콜이상인입,빠른주문및상담이가능한서비스환경필요

•방송중인상품이콜센터를통해판매의 40%이상판매되는주문채널이지만,상담사의
상품정보이해부족,고객에대한이해부족등으로주문및상담효율저조

•고객및상품정보,채팅,협력사실시간 Q&A등상담에필요한모든정보를한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싱글뷰를구현,고객상담어플리케이션을바탕으로업무프로세스
대폭축소

•고객응대평균통화시간약 8%감소,상담내역후처리시간 20%정도감소,상담원
일평균생산성 11%,상담원일일평균 100건처리를위한업무수련기간이 12주에서
6주로감소

신세계라이브쇼핑은 2015년설립되어
신세계그룹의유통노하우와 TV방송
서비스를기반으로모바일커머스등으로
비즈니스영역을확대하고있는전문
T커머스회사입니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한번에끝나는
것이아닙니다. 기업의사업특성에맞는
아이디어와고민을기반으로지속적으로
성장및진화할수있는고객서비스환경을
구축해나갈수있어야합니다.

- 신세계라이브쇼핑, 주용노상무
50%
업무숙련기간
(100건처리/일)

20%
고객상담내역
후처리시간

11%
상담원일평균
생산성

8%
고객응대
평균통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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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플랫폼기반으로 UI/UX의유연한확장과데이터모델및업무프로세스추가가능

Platform Building Block

Submit Cancel

Web Portal
Agent Console

Einstein 
Bots

Field Service 
Mobile App

Data Model

Logic

Intelligence

User 
Experience

Ve
rt

ic
al

Horizontal

Customer 360 Platform



하나의플랫폼에서전혀다른기능의업무애플리케이션구성

사용자 역할별 Application Builder

[ APP Builder ]

- 고객서비스화면 -

1

32

[ Page Builder ]

- 관리자화면 -

1 2 3

특화기능

[ UI 구성요소 ]

레코드 협업소통

업무가이드 대시보드

Notification 생산성툴

[사용자 ]

상담사

관리자



카카오상담을 Omni-Channel에포함하고알림톡발송기능을상담원콘솔에추가

Integration 예시 –카카오비지니스연계

알림톡발송상담톡연계



최신혁신기술로비즈니스의미래에대비
연간릴리스 3회로지속적인업데이트

연간 3회릴리즈로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전세계동일한최신의기술
적용

세일즈포스앱마켓
AppExchange

플랫폼 AI 서비스 Einstein

AppExchange Apps

4K
No-Code



본세션을마치며,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한번에끝나는것이아닙니다.이를위해

고객접점의최전방인콜센터에서고객의니즈를정확히파악하고이를영업, 

마케팅, 커머스등여타고객접점영역에서활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는

것이매우중요합니다.”

출처 : 주용노상무인터뷰,신세계라이브쇼핑성공스토리 -세일즈포스코리아



Thank
you


	The New Age of Customer-Centric Services 
	세일즈포스 서비스 플랫폼 : Service Cloud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습니다. 
	Covid-19 환경에서 고객서비스 책임자들은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디지털화 : 그 어느때 보다도 빠른 변화
	We’re in a New World 
	기술 자체로는 분할된 구간에 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실패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상담원의 생산성 향상�-  통합콘솔/AI/Automation 
	상담원의 생산성 향상�-  통합콘솔/AI/Automation 
	세일즈포스 고객 36O 플랫폼
	완벽한 서비스 뷰 구축은 어려움
	상담사를 위한 고객 360 View
	시스템 도입 이전과 비용 연간 총 비용 55% 절감
	상담원의 생산성 향상�-  통합콘솔/AI/Automation 
	기본 탑재된 도구로 상담사의 생산성 강화
	상담원 생산성을 위한 Einstein AI 서비스 기능
	슬라이드 번호 18
	모든 상담사들이 빠르고 맞춤화 된 고객서비스제공 가능
	상담원의 생산성 향상�-  통합콘솔/AI/Automation 
	Platform Building Block
	사용자 역할별 Application Builder
	Integration 예시 – 카카오 비지니스 연계
	최신 혁신 기술로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비
	본 세션을 마치며,
	슬라이드 번호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