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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황당 질문 유형

콜 고객: 로봇인가요?

담당자: 아닙니다.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전화 상담 Episode 1

채팅 고객: Hi my name is 
OOO. Sorry, my English is 
not good.

담당자: 한국어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채팅 고객: 휴~ 다행이네요ㅠㅠ

채팅 상담 Episode 2

콜 고객: 거기 어디에요? 

담당자: 저희는 말레이시아에서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콜 고객: 그럼 국제 전화에요?

담당자: 인터넷 전화이고 
수신자 부담입니다.

콜 고객: 보이스피싱 아니죠?

담당자: 고객님께서 전화 
주신건데…

콜 고객: 아 맞다!

전화 상담 Episode 2

채팅 고객: 챗봇인가요?

담당자: 아닙니다.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채팅 상담 Episode 1

콜 고객: 영업담당자 바꿔주세요.

담당자: 적합한 영업담당자 
연결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회사명을 
알려주시겠어요?

콜 고객: 그냥 바꿔주세요.

담당자: 네 영업담당자가 
산업군별, 제품별, 지역별로 
세분화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콜 고객: 이번호 114 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바꿔줘요!!

전화 상담 Episode 4

콜 고객: 오라클 얼마에요?

담당자: 오라클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콜 고객: 오라클이요.

담당자: 오라클의 제품이 4천 
가지 이상입니다. 특별히 찾고 
계시는 솔루션이나 원하시는 
기능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콜 고객: 오라클이 오라클 
아니었어요?

전화 상담 Episode 3

채팅 고객: 누나 거기서 뭐해요?

담당자: 본 채팅은 제품구입 
관련 문의 창구입니다.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채팅 고객: 나랑 놀아요.

담당자: 제품 구입 관련 문의가 
아닌 경우 죄송하지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고객: 질문 있어요! 
빅데이터는 얼마나 커요? 
클라우드는 구름이에요?

채팅 상담 Episode 3

오라클 제품을 공식적인 루트로 구입하고 싶을 때는 어디로 문의 해야 합니까?

080-2194-114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제품 구입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salesinquiry_kr@oracle.com으로 제품에 대한 

상세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추가 라이선스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합니까?

기존에 제품의 컨설팅 했던 오라클 영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하지만 기존의 담당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080-2194-11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클의 신제품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합니까?

080-2194-114로 문의 주시면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경우 데모 시연도 가능합니다.

오라클 제품 구입 문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은 무엇입니까?

오라클 제품이 궁금하실 때는 080-2194-114로 전화 주시거나, 

세일즈 채팅으로 편하게 상담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메일 

salesinquiry_kr@oracle.com 문의도 가능합니다.

세일즈 채팅창의 운영 시간이 궁금합니다.

오라클 세일즈 채팅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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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에피소드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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