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스마트한
고객 워크플로우 경험 제공
놀라운 속도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혁신

+80

%

- 기업에서 사실상 고객 참여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응답

여러 조직에서는 지난 해의 변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모든 결정이 고객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그 어느 때보다—고객은 더 빠르고 유연하며 완전
한 디지털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환경 개선

+60

%

- 기업에서 내부 이니셔티브도
가속화

인터페이스 그 이상입니다. 비즈니스 역시 내부적으로 업무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민첩성 및 효율성 향상

새로운 기술 채택

자동화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현대화

%
78

고객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인텔리전스 적용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미 AI와 자동화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현대적인 업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부문에서 고객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쳐 단순 작업을 간소화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케팅, 영업 및 상거래, 서비스

- 조직에서는 향후 2년 내에 영업,
서비스 및 마케팅 기능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동일한 환경의 양면
고객 워크플로우

고객 여정

마케팅

발견

- 대상 고객 참여

- 광고 시청

- 캠페인 에코시스템

- 컨텐츠 활용

- 리드 획득

- 이메일 등록

참여

영업 및 상거래

- 장바구니 채우기
- 보안 체크아웃

- 개인화된 권장사항

- 등록

- 인벤토리 및 이행에 연결

- 온보딩

- 사기 방지 기능으로 보안
환경 설정

대변자

서비스

- 셀프 서비스 옵션 사용

- 관계 유지 및 확장

- 에이전트와 연결

- 가상 에이전트로 쿼리
라우팅

- 경험 피드백 제공

- 고객 피드백 제공

연결이 강화될수록 리워드가 커집니다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기능 전반에서 지능형 워크플로우 사용으로 사일로를
해결합니다. 고객 데이터를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연결하면 직원들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4

%

기업에서 '스킬 및 전문 지식' 이
성공적인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했습니다.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간
통찰력, 자동화, AI를 비즈니스
결과에 적용하여 작업의 진행
방식을 바꿉니다.

완벽한 팀 구성
간소화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능형 고객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려면 전문 지식과 검증된 메소드 그리고
최신 기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의 올바른 에코시스템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속도에 맞춰 변화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타 중요 요소:
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고객 경험은 라스트 마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에게 고객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통찰력과
도구를 제공할 때,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전략
및 로드맵

동급 최고 기술

지능형 고객 워크플로우의
5가지 주요 혜택
1

민첩성과 속도

2

생산성 향상

3

혁신 증대

4

비용 절감

5

직원 대 고객 간
참여 개선

전체 고객 라이프사이클에서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생성하는데 IBM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IBM Corporation 2021. IBM, IBM 로고, ibm.com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기타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IBM 또는 타사의 상표입니다.
현재 IBM 상표 목록은 웹(ibm.com/trademark)에 있습니다.
* 2020 IBM MD&I에서 수집한 데이터 |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위한 지능형 워크플로우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