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 팀들은 생산성을 끌어 올리고 더 강한 동기를 부여하며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변모하는 영업 프로세스는 보다 빨리 

거래를 체결하도록 돕는 데이터 기반의 완벽한 툴 세트를 영업 

팀들에게 제공합니다. 고객에 대한 고유의 통찰력을 보유한 

영업 담당자들의 능력이 장기적인 충성도의 53%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툴은 특히 중요합니다1.

서비스 팀과 협력해 고객 서비스 팀은 전체 구매자 

여정 전반에 걸쳐 리드를 생성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단절된 시스템과 

많은 통화량으로 인해 서비스 팀들이 모든 고객 채널 

전반에서 원활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했습니다.

오늘날 현대화된 클라우드 솔루션들은 영업 및 서비스 팀들에 대한 종합적인 뷰를 

제공하며 과거 서로 분리되어 있던 2개의 내부 조직들을 함께 융합시킵니다.

뛰어난 고객 경험을 위해 영업 팀은 고객들의 전체 구매자 여정 전반에서 고객들을 

돕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 팀은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때마다 상향 판매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 자동화, 서비스 요청 관리 및 

고객 셀프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영업 및 서비스 담당자들은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고객들을 여러 부서로 보내 대답을 찾도록 

하여 불만을 야기하거나 혼돈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간소화하고 상향 판매 

기회를 늘리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영업 팀 서비스 팀

새로운 기능들로 CX 팀의 역량 강화

57% 
의 구매 의사 결정은 고객이 실제로 
여러분과 접촉할 때 이미 내려집니다.

 시장 출시 속도 가속화

 영업 원가 절감

영업 클라우드 솔루션

42% 
의 서비스 담당자들은 단절된 

시스템으로 인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객 만족도 증대

 통화 전환(call deflection) 증가

영업 클라우드 솔루션

1. www.cebglobal.com/blogs/5-customer-buying-trends-all-sales-professionals-should-know
2. www.totalcomm.com/total/Aspect-NGCC-Forrester-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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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율 증가
 고객 충성도 증가 판매 시간 단축

2

 상담원 처리 시간 단축

영업 및 서비스 올인원 솔루션
오라클 인게이지먼트 클라우드 (Oracle Engagement Cloud)



5배 이상의 매출 성장 위해 
고객 경험(CX)에 주력할 것!

매출 성장 영업이익 주주 수익률
1 1 1

디지털 혁명에 동참한 B2B 리더들은 경쟁자들들 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결과는 명확합니다.

실질적인 성장은 영업 및 고객 경험의 혁신에 주력하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귀사는 디지털 리더입니까? 
아니면 디지털 낙오자입니까?

제조 및 하이테크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자체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B2B 구매자들은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

5x 8x 2x

의 브랜드들은 고객 데이터에 
대한 보다 지능적인 분석으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의 B2B 업체들은 자체 고객에 
대한 완벽한 뷰를 보유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 브랜드들은 고객과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 1 1

의 제조 업체들은 고객들의 충성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는 여전히 고객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2 2

40% 38%

이들이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시 찾을 가치가 있는 고객 경험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들이 자체 고객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 분석'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선도 기업들이 더 높은 이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41% 15% 25%

의 기업들은 고객들이 제품, 
서비스 및 콘텐츠 측면에서는 
물론, 구매, 배송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개인화된 경험을 
원하는 추세를 알고 있습니다.

출처

1 출처: McKinsey Digital Quotient, bit.ly/Digital_CX

2 오라클, Coleman Parkes와 협력해 800명의 CMO, CSO, 선임 마케터 및 선임 세일즈 임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3 오라클, The Era I Enterprise: "Ready for Anything",  2016년 4월

4 Forrester 조사, 2015년 8월

5 B2B 온라인 벤치마킹 연구

 

의 기업들은 3년 내에
최소한 절반 이상의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 B2B 브랜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자체 B2B 
사이트보다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3 4 5

84% 50% 82%

선도 기업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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