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리더가
직원경험향상을위해
Zendesk를활용하는방법

워크플로개선, 가시성
향상및지식공유를
위해내부적으로
Zendesk를활용할수
있는방법을
확인하세요.

직원경험을위한 Zen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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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팀은다양한책임을져야합니다.

직원들은 IT 팀에의지해문의사항의답

변을얻고장치의문제를해결합니다. 리

더들은디지털프로젝트에대한전략적가

이드를여러분에게기대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의팀은조직데이터를보호하고규

정준수요구사항을충족해야하는부담을

안고있습니다.

이에더해직원들은원하는장소에서, 원하

는시간에근무할수있는유연성의확대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기대치를달성

하기위하여, 새로운기술프로젝트도입이

느린조직에더욱가속화해야하는과제를

안겨주고있습니다.

작년직원들이제출한티켓의증가

비율

이는 B2B 및 B2C 기업대비두배

가까운수치입니다.

2022년 Zendesk 직원경험

트렌드보고서

미래의업무방식을어떻게
수용하고현재의문제를
해결하고있습니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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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유지하려면시대에

뒤처지지않는기술이필요합니다.

지금은여러분의할머니가직장을다니던

시대와다릅니다. 직원들은최고의기술과

서비스를기대합니다. 그들은일상

생활에서상호작용하는브랜드와

기업으로부터이런것들을경험하는데

익숙하기때문이죠.

Zendesk가도움을주는방식

Zendesk를이용하면들어오는문의에대해

단순히대응하는그이상을수행할수

있습니다. 일관성을유지하면서안전하게

대규모로문제를해결할수있습니다. 조직

전체에정보공유의문화를만들수있습니다.

이가이드에서는다음과같이 IT 헬프

데스크를지원하기위해 Zendesk를

이용하는방법을보여드릴것입니다.

• 도움이필요할때와도움이필요한

곳에서직원돕기

• AI 지원워크플로를통한효율성

확보

• 데이터를이용하여업무의영향입증

• 앱, 통합및커스텀워크플로추가를통한

이상적인헬프데스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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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도움이필요할때와
도움이필요한곳에서
직원돕기
직원들이어디서든일할수있다면헬프데스크도

어디서든이용할수있어야합니다.

도움을청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직원들에게제공하기:

헬프센터

직원들이답변이필요할

때면언제든스스로답변을

찾을수있도록지원하며, 

이중으로수고하지않고한

곳에서지식을쉽게공유할

수있습니다.

전화와 SMS

직원들의주머니에있는

작은컴퓨터를통해

직원들에게 말하십시오. 

이를통해직원들은집, 

커피숍, 사무실등장소와

상관없이지원을더욱쉽게

받을수있습니다.

메시징

가시성이나 보안을

저해하지않고도라이브

채팅이나메시징앱을

이용해지원을더욱

친근하게만들고

대화식으로 진행된다고

느끼게할수있습니다.

챗봇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일상적인문의사항과

전체적인기본대화

흐름에대응하므로, 

여러분은관심이필요한

보다복잡한문제에

집중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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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보호

직원헬프센터는정보공유에매우

유용할수있지만보호수단이

필요합니다. Zendesk가바로이것을

제공합니다.

역할과권한의정의

누가콘텐츠를제작하고편집할수

있는지정확하게알수있도록내부

지원팀내의명확한역할을설정하고, 

직원이퇴사하거나역할이변경되면

권한을제거하십시오.

헬프센터콘텐츠열람자

제한

로그인한직원만열람할수있고

사용자유형에따라권한을제한하는

비밀번호로 보호되는헬프센터를

만드십시오. 헬프센터접근제한에

대한지침은링크를참조하십시오.

데이터및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러분에게는 직원의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하는특정한의무가있으며, 

여기에는헬프센터문서나코멘트에서

누군가의개인정보를제거하는것이

포함될수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의무충족에대해자세히알아보려면

링크를참조하십시오.

Zendesk Guide로시작하는방법:

Zendesk의도구와템플릿을이용해스스로헬프

센터를구축하십시오. 디자인팀은필요없습니다. 

Zendesk는귀사의브랜드색상과로고로맞춤

설정할수있는표준헬프센터테마를제공합니다. 

또는디자인친화적인 테마중하나를이용해외관과

느낌을개선할수있습니다.

헬프센터구축을시작하려면 다음절차를따르십시오.

• 계정소유자로 Zendesk Support에로그인

• 상단막대의 Products 아이콘 ( )을클릭하고

Guide를선택

• Get started 클릭

헬프센터설정방법에대해자세히알아보려면

Zendesk 헬프센터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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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zendesk.com/hc/ko/articles/4408842911898-Zendesk-%EB%A7%88%EC%BC%93%ED%94%8C%EB%A0%88%EC%9D%B4%EC%8A%A4%EC%97%90%EC%84%9C-Guide-%ED%85%8C%EB%A7%88-%EC%82%AC%EC%9A%A9%ED%95%98%EA%B8%B0
https://support.zendesk.com/hc/ko/articles/4408846795674-%ED%97%AC%ED%94%84-%EC%84%BC%ED%84%B0%EB%A5%BC-%EC%9C%84%ED%95%9C-Guide-%EC%8B%9C%EC%9E%91%ED%95%98%EA%B8%B0-%EC%84%A4%EC%A0%95%ED%95%98%EA%B8%B0


작동 방식

Answer Bot을위한 Flow Builder

Flow Builder를 이용해 Answer Bot과직원

사이의대화를매핑합니다. 일단흐름을

구성하면여러언어로게시할수있습니다. 

이모두는단한줄의코드도작성하지않고

클릭몇번이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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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더규모가큰팀에게나맞을작업량을처리하고있습니까? 

자동화를통해이러한작업량격차를해소할수있으므로여러분은

중요한업무에집중하면됩니다.

봇이란대체무엇일까요? 봇이그만한가치가있을까요?

우리는그렇다고생각합니다. 첫번째, 봇은가장일상적이고반복적인문의중일부를처리할수

있습니다. 봇은광범위한요구를지원하는소규모팀을위한훌륭한옵션입니다. 두번째, 

끊임없이작동하는봇을확보하고있다는것은직원의근무시간이나 장소와상관없이연중무휴

24시간지원이가능함을의미합니다.

Answer Bot은 Zendesk의대화형 AI입니다. 우리는속어와흔치않은단어(브랜드 제품명등)를

보다정확하게인식하도록지원하는 언어모델을이용해 Answer Bot을제작했으므로, 첫

시도에서유용한답변을얻기가더욱쉽습니다.

AI 지원워크플로를통한
효율성확보

https://www.zendesk.kr/service/answer-bot/#georedirect


Answer Bot을위해헬프 센터

문서를최적화하는방법

Answer Bot은헬프센터문서에서

키워드와어구를기반으로관련정보를

파악합니다. 새로운헬프센터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문서를업데이트할 때

이점에유의하십시오.

제목:

고객이검색이나티켓설명에서

사용할가능성이있는말이나표현을

이용해문서제목을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비밀번호는어떻게

재설정합니까?", "비밀번호

재설정하기" 등과같이제목을

정합니다.

서두:

Answer Bot은문서의첫 75단어를

집중적으로 고려하므로, 서두에관련

키워드를포함시키는것이핵심입니다. 

명확하고간결한문단으로문서를

시작하십시오.

주제:

동일한주제와관련있는여러절이

포함된긴문서가아니라, 단일의

집중적인주제를다루는읽기적당한

크기의문서를작성하십시오.

Answer Bot이 IT 팀의일원이

되어야하는이유

대량의수신문의처리

Answer Bot을이용해기본 FAQ를처리하고, 몇

가지간단한단계로문제를해결할수없는경우

봇이 IT 팀으로그런문제를에스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봇을이용해간단한요청을처리하면

팀이부담을덜고업무에집중할수있는시간을더

많이확보할수있습니다. 

문의하기전에직원에게답변 제공

Answer Bot은웹양식이나 이메일로제공되는

정보를기반으로자동문서제안을제공할수

있습니다. 직원이제시된문서목록에서필요한것을

발견하면, 티켓을종료하고업무를시작할수

있습니다.

• 이메일알림용권장문서구성법

• 웹양식용권장문서구성법

Answer Bot 활성화방법:

• Admin Center에서사이드바의 Channels

아이콘( )을클릭하고, Bots and 

automations > Article recommendations를

선택합니다.
• Activate Answer Bot 또는 Try Answer Bot for 

30 days를클릭해 30일무제한평가판을

활성화합니다.
Answer Bot 빠른시작가이드에서 단계별

지침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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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zendesk.com/hc/ko/articles/4408833721498-%EC%9D%B4%EB%A9%94%EC%9D%BC-%EC%95%8C%EB%A6%BC%EC%97%90%EC%84%9C-%EB%AC%B8%EC%84%9C-%EC%B6%94%EC%B2%9C-%EC%82%AC%EC%9A%A9%ED%95%98%EA%B8%B0
https://support.zendesk.com/hc/ko/articles/4408820951450-%EC%9B%B9-%EC%96%91%EC%8B%9D%EC%9C%BC%EB%A1%9C-%EB%AC%B8%EC%84%9C-%EC%B6%94%EC%B2%9C-%EC%82%AC%EC%9A%A9%ED%95%98%EA%B8%B0
https://support.zendesk.com/hc/ko/articles/4408820349850-%EB%B9%A0%EB%A5%B8-%EC%8B%9C%EC%9E%91-%EA%B0%80%EC%9D%B4%EB%93%9C-Answer-Bot


03
Zendesk에서성과지표를추적함으로써성과를
축하하고잠재성장분야를확인할수있습니다.

그어느때보다지금모든시선이 IT에
집중되고있습니다.

여러분의팀은회사업무의미래를형성할수있는

역량이있으며, 경영진은기업을발전시킬수있는실행

가능한인사이트를여러분에게 기대할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통해잘되고있는부분, 잘못되고있는부분, 

변화가필요한부분등을파악해야합니다.

Zendesk의보고및분석기능을이용하면 사용

트렌드, 상담원실적, 직원만족도평가등에대한

가시성을향상시킬수있습니다.

시청: Zendesk 애널리틱스 소개

데이터를이용하여
업무의영향입증

54%
경영진의가시성이그어느

때보다높다고응답한내부

지원팀원의비율

2022년직원경험트렌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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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지표가가장중요합니까?

좋은질문입니다. 조직마다다르지만, 다음은여러분이

추적할필요가있는몇가지질문들입니다.

언제 직원들이 연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요일 및시간)

서비스데스크근무시간(및점심시간) 계획을

세울수있도록이를파악하는 것이좋습니다. 

또한시스템유지보수와 다운타임에 대비하는

계획을세울때피크타임을파악하는 것도도움이

됩니다.

어떤 유형의문의가 가장 흔합니까?

특정주제에대한요청을많이접수한다면, 이는

헬프센터콘텐츠를생성하거나 개선해야하는

분야임을의미할수있습니다.

직원문의에얼마나 신속하게응답할수 있습니까?

직원들은특히기술적인문제가있으면신속한

답변을기대합니다. 서비스데스크에 인력을

적절하게배치해직원들의요구를충족할수

있도록응답시간을모니터링하십시오.

직원들이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해

합니까?

만족 지표를 통해 직원들의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하고 있는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러한 의견

처리를위한프로세스를 개발하십시오.

분석과보고에 Zendesk Explore 이용하기에대해

자세히알아보려면헬프센터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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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zendesk.com/hc/ko/sections/4405298856346-Explore-%EC%82%AC%EC%9A%A9%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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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Zendesk는여러분이있는곳에서여러분을만날수

있으며, 여러분이업무의미래를구성할수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미래의일을확신하지못하십니까? 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

어떤일이벌어지든비밀번호분실, 느린컴퓨터, 시스템유지보수등해결해야할일상의문제들은 여전할것입니다. 

우리는여러분이보다나아진실력으로일상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며, 업무의영향을입증하는데필요한

데이터를제공할수있습니다.

IT 헬프데스크를위해 Zendesk를이용하는방법:

이른바 "대퇴직"(Great Resignation)이한창인시기에조직은직원경험제고의압박을받고있으며, 

여러분의 IT 서비스데스크를간과해서는안됩니다. 인턴에서임원에이르는모든이들이여러분이

제공하는서비스에의존하므로, 여러분이탁월한서비스를지속적으로 대규모로제공할수있다면그

잠재적인영향은상당합니다.

Zendesk의장점은더하고, 빼고, 간소화하고, 수정하여자신의것으로만들면서원하는만큼변경할수

있다는점입니다. 우리의기성제품을사용하지않으면자체코드를사용해야합니다. 우리는도구를

제공하지만, 여러분은 설계자입니다.

일단사용할준비가되었다면다음조치는무엇이되어야할까요?

이상적인
헬프데스크구축

직원 온보딩 직원 서비스 자산 관리 변화 관리

기술 구성 지원 및

보안프로토콜교육

직원문의해결및 IT 

서비스요청지원

회사제공장치와관련된

문제의디지털기록유지

새로운도구및구현

관련정보공유



티켓팁:

가능하면드롭다운필드를

사용하는것이거의언제나

가장좋습니다. 드롭다운을

이용하면깔끔한보고를

확보할수있고, 간단한

비즈니스규칙을효과적으로

적용할수있으며, 상담원과

최종사용자를위한환경을

간소화할수있습니다.

05IT 헬프데스크를위해
Zendesk를설정하는
방법

우선여러분은팀을조직해역할을할당하려고

할것입니다. 지원채널(이메일, 채팅등) 또는

수행업무(기술지원또는보안/규정준수)를

기준으로상담원그룹을만들수있습니다.

그룹을이용해티켓을라우팅하고수신요청에

우선순위를부여할수있으므로그룹은

중요합니다. 명확한목적이있는그룹을

만들고, 그업무와일치하는이름을

부여하십시오.

그룹을
생성하려면:

• Admin Center에서사이드바의

People 아이콘( )을클릭하고, Team > 

Groups를선택합니다.

• Add group을
클릭합니다.

• 그룹이름을입력하고, 그룹에추가하려는

상담원을선택합니다.

• 이그룹을모든신규상담원이 추가되는기본

그룹이되게하려면, Make default group을

클릭합니다.

• Create group을
클릭합니다.

1 팀의구조화 2 커스텀티켓필드생성

티켓은직원과 IT 부서간대화의기록입니다. 

Zendesk의티켓필드를이용해문제유형, 직원

배정또는부서등티켓에관한중요한정보를

파악할수있습니다. 이는나중에유형별로티켓

요청을추적하고보고할때중요합니다.

Zendesk에는티켓을위한기본필드세트가

포함되며, 필요에따라커스텀필드를추가할수

있습니다. 커스텀티켓필드생성에대한지침은

링크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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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zendesk.com/hc/ko/articles/4408883152794-%ED%8B%B0%EC%BC%93%EA%B3%BC-%EC%A7%80%EC%9B%90-%EC%9A%94%EC%B2%AD-%EC%96%91%EC%8B%9D%EC%97%90-%EC%82%AC%EC%9A%A9%EC%9E%90-%EC%A7%80%EC%A0%95-%ED%95%84%EB%93%9C-%EC%B6%94%EA%B0%80%ED%95%98%EA%B8%B0


기본트리거모범사례:

모든 트리거를 비활성화하면 안

됩니다. 트리거는직원과헬프

데스크팀이문제의현황을파악하고

어떤조치가필요한지 파악할수

있도록지원하는메커니즘입니다.

기본트리거의변경을원한다면

복사해서 그구조에 따라 새로운

트리거를 생성한다음, 원래의기본

트리거를비활성화하십시오.

받은편지함이불필요한이메일로

차는것을방지하려면 "Notify all 

agents of received request”(수신된

요청을모든상담원에게 알림) 옵션을

비활성화하는 것이좋습니다.

트리거로반복작업자동화

트리거를생성해티켓을자동으로처리하고

시간을절약할수있습니다. 트리거는 티켓생성

또는업데이트직후에실행되는, 사용자가

정의하는이벤트 기반비즈니스규칙입니다. 

트리거의핵심은인과관계의진술입니다. 

티켓이조건세트를충족하면 작업이

수행됩니다.

Zendesk는기본트리거를제공하며, 사용자는

이를비즈니스니즈에따라추가하거나 제거할

수있습니다. 트리거설정방법은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트리거에액세스하려면:

• Admin Center에서 Objects and rules

아이콘( )을클릭합니다.

• Business rules > Triggers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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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zendesk.com/hc/ko/articles/4408886797466-%EC%9E%90%EB%8F%99-%ED%8B%B0%EC%BC%93-%EC%97%85%EB%8D%B0%EC%9D%B4%ED%8A%B8-%EB%B0%8F-%EC%95%8C%EB%A6%BC%EC%9D%84-%EC%9C%84%ED%95%9C-%ED%8A%B8%EB%A6%AC%EA%B1%B0-%EB%A7%8C%EB%93%A4%EA%B8%B0


앱선택(또는 자체앱빌드)

우리는 Zendesk가귀사를위해제대로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우리는 Slack, JIRA 

등과같은기업들과협력하여 여러분이이미알고

있고신뢰하는도구와 Zendesk가서로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여러분은자체

커스텀앱을개발하여 직원데이터베이스 등외부

소스의데이터를통합할수도있습니다. 

Zendesk용커스텀솔루션의빌드방법에대한

자세한내용은개발자도구를참조하십시오.

Zendesk에앱을설치하려면:

• zendesk.com/apps에서앱과

통합을검색합니다.

• 설치를클릭하고지침을따릅니다.

• Zendesk에서앱을구성하려면

Settings > Integrations > Apps로
이동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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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앱

시작하기 Help Desk Migration, Knowledge Capture

IT 팀
Okta, PagerDuty, JIRA, Watchman Monitoring, 

EZOfficeInventory, AssetSonar

협업
Slack, Microsoft Teams, Zoom, PandaDoc, Go2Assist Remote 

Support, LumApps

프로젝트관리 Asana, Trello, SweetHawk, Myndbend Process Manager Lite, Cloudset

교육및성과 Tymeshift Workforce Management, Kaizo, Klaus, Geckoboard, MaestroQA

피드백 SurveyMonkey, SweetHawk, Qualtrics, Stella Connect, Harvestr

https://www.zendesk.kr/platform/
https://developer.zendesk.com/documentation/
https://www.zendesk.kr/marketplace/


직원피드백요청

직원들의피드백을직접확보할수있다면

직원들의요구를더욱쉽게이해할수있습니다. 

Zendesk에는이미만족도설문조사가내장되어

있으며, 설문조사는맞춤설정할수있습니다. 

아울러 SurveyMonkey 또는 Stella Connect 같은

앱을이용해피드백을 수집하고개선이필요한

분야를파악할수도있습니다.

Zendesk에서고객만족도평가를

활성화하려면:

• Admin Center에서 People( )을
클릭합니다.

• Configuration > End users를선택합니다.

• Satisfaction 탭을클릭하고 Allow 

customers to rate tickets(고객이티켓

점수를매기도록허용)를클릭합니다.
• 페이지하단의 Save를클릭합니다.

이지침들에따라 Zendesk에서만족도

설문조사를 맞춤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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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desk Support의설정방법에대한자세한

내용은빠른시작가이드를참조하십시오.

미래의설계

인공지능이지원하는 스마트헬프데스크를

꿈꾸고있습니까? 고도로개별화된서비스를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것을상상하고있습니까? 

아니면여러분은그저받은편지함제로달성을

원할수도있습니다.

Zendesk를이용하면여러분은어디로이동하든

이용할수있는강력한도구의토대를한번에

하나씩구축하고있다고느낄수있습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합니까? 경험많은 Zendesk

사용자들로부터 실질적인조언을받으려면

커뮤니티를 활용하십시오.

https://support.zendesk.com/hc/ko/articles/4408886194202-%EA%B3%A0%EA%B0%9D-%EB%A7%8C%EC%A1%B1%EB%8F%84-%EC%84%A4%EB%AC%B8%EC%A1%B0%EC%82%AC-%EC%82%AC%EC%9A%A9%EC%9E%90-%EC%A7%80%EC%A0%95%ED%95%98%EA%B8%B0
https://support.zendesk.com/hc/ko/articles/4408824587802-%EB%B9%A0%EB%A5%B8-%EC%8B%9C%EC%9E%91-%EA%B0%80%EC%9D%B4%EB%93%9C
https://support.zendesk.com/hc/ko/community/topics


Zendesk: 직원을지원하는
보다스마트한방법
새로운업무의세계는스마트한 디지털경험을요구합니다.

직원들은장소에구애받지 않는서비스가필요하며, IT 팀은실제로작업을

완료하는데도움이되는첨단 솔루션이필요합니다.

Zendesk와함께하십시오.

Zendesk for IT 시작하기

https://www.zendesk.kr/internal-help-desk/#zendesk-for-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