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던 고객 경험에 대한 새로운 표준의 등장 :  
연결성 / 개인화 / 즉시성 / 투명성
이러한 표준 달성을 위해 기업은 디지털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이란?

디지털 혁신
(Altimeter사의 정의) 1 

고객 경험의 생애주기 상 모든 접점에서 디
지털 소비자와 보다 효과적인 관계 형성을 
위하여 진행하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재편성 또는 신규 투자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적이 좋은 기업은 고객 경험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두 가지 주요인으로 생겨난 
새로운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다. 

1. 고객의 권한
인터넷, 모바일 기술,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구매자의 여정이 변모하면서 전통적, 물리적, 
지리적, 개인적, 그리고 시간적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권한을
갖게 된 고객은 아래의 특징을 보인다.

- 주도권의 확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브랜드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24시간 365일 접속하기를 희망한다.

- 최근 기술의 적극 도입. 그들은 더 나은 
편의성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을 개선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 

2. 시장 혁신과 파괴
고객 경험의 개선에 있어서 디지털 파괴자
로부터 배울 점은 무궁무진하다. 빅 데이
터, 머신 러닝, 사물 인터넷, 인공 지능에의 
투자는 파과자들(Disruptors)이 얼마나 
기민하게 진화하는 고객 요구에 맞추어 적
응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우버, 아마존
과 같은 브랜드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장의 경쟁상대를 물리치고 기준을 높인다. 
기존 브랜드, 총판 채널, 투자로부터 구애받지 
않는다. 
- 권한을 지닌 고객들이 쉽게 매료된다. 이들은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며 월등한 경험을 제공
하는 기술을 받아들인다. 

디지털 혁신의 책임자는 누구일까?

고객 경험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은 
고객을 상대하거나 매출 생성에 기여하는 
직무의 모든 직원에게 영향을 주며 매출에 
대한 책임은 전체 고객 생애주기에 거쳐 
존재한다. 디지털 혁신은 내부의 팀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더 뛰어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한다.

마케팅 부서 
고객 관계형성(engagement)의 확대 + 
신규 고객 확보 + ROI 입증

영업 부서
매출 성장을 전망 + 영업 비용의 제어

서비스 부서
비용 절감 + 고객 만족도 향상 + 고객 이탈 축소

커머스 부서
온라인 매출 향상 + 이윤 상승 + 
평균 주문 금액 상승

디지털 혁신의 성공을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

투자한 만큼의 디지털 혁신을 위하여, 
고객이 연결된 경험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Oracle CX Cloud Suite만
이 완전히 통합된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스위트를 제공하여 여러분이 모든 고객 
접점을 연결하여 일관성 있고 개인화된 
경험을 탄생시킬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을 가능하게 한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심층 분석: 

디지털 혁신과 
모던 고객 경험의 만남

1. http://altimetergroupdigitaltransformation.com/img/dt-report.pdf

https://go.oracle.com/LP=43394?elqCampaignId=79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