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고객서비스와클라우드컨택센터

불확실성이 높은 현 시대의 컨택센터 도입 가이드



AGENDA

1. 제네시스 소개

2. 시대적 변화에 따른 컨택센터의 고민

3. 클라우드가 해결책

4. 클라우드 컨택센터 도입 시 고려사항과

제네시스 클라우드 소개

5. Q&A



Genesys?



#1

#1

컨택센터 인프라 부문의 Gartner Magic 
Quadrant에서 11년 연속 리더로 선정

대형 및 중소형 컨택센터 위한 인터랙션 관리에
대한 Forrester Wave에서 리더로 선정

Ovum Decision Matrix에서 리더로 선정

#1

글로벌리포트

11년 연속 #1 클라우드 서비스로 #1 옴니채널 서비스로 #1



Kanter Millward Brown, World’s Most Valuable Brands, 

Genesys를사용하는세계적인글로벌브랜드



소비자의 변화
옴니채널, 고객경험, AI

빅블러 뉴노멀디지털
전환

글로벌 비즈니스
산업간, 부서간 경계가 모호해짐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시대적변화에따른컨택센터의고민

Today is …

고객 충성도 유지의 어려움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 출현 새로운 정책과 규제 준수



포스트코로나시대의변화는?

Today is …

컨택

언택트

?

코로나19
팬더믹

재택업무
화상회의
원격지원

챗봇

대면 & 비대면

대면(△) & 비대면(▽)

대면(▽) &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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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센터가갖추어야할필수요소

Agents

성공적인 고객응대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Management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운영 민첩성 필요

Customers

고객이 선호하는 조건에 맞추어
CX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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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간단절

신규구축및기존인프라

업그레이드에대한부담

이기종시스템운영으로

데이터통합한계

시스템복잡성증대

지속적인신기술/서비스

도입한계

디지털고객인지및

대응력부재

기업들은변화에대응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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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쉬운
배포

OPEX 모델로
투자 위험 및 부담 감소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쉬운 확장유연성

보다 쉬운 운영
및 관리

새로운 기능 즉시 적용

클라우드가해결책이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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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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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d Service
IDC에서 고객사 서버를
관리해주는 서비스

Hosted Service
호스팅 서비스

(임대형)

Adapted to Cloud True Cloud

• 데이터 센터의 전용 서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 간단히 말해서 ＂내 플랫폼은 특정 서버＂
에서 실행됨.

• 서버별 개별 업그레이드

• 좌석당 가격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설정이 불투명

• 사내 구축형보다 더 많은 비용 소요됨. • 안정적인 운영 마진 보장이 어려움

• 데이터 센터의 가상화 서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 싱글 테넌트 구조로 사용자 지정

• 테넌트별 전담 구축 팀

• 테넌트별 개별 업그레이드

• 배포 시간이 오래 걸림.

• Pay-Per-Use 가격모델

• 호스팅을 통한 직접/간접적인 판매모델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설정이 불투명.

• 클라우드 플렛폼에 소프트웨어 설치

•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관리되는 주요 기능
(탄력성, 보안, 용량, 데이터, HA, 사용자관리...)

• 영업 프로세스 중 기술 토론 필요

• 대규모 구축 팀

• 배포할 수 있는 제한 시간

• 온 디맨드 가격 책정(주문형 가격 정책)

• 호스팅을 통한 직접/간접적인 판매모델

• 대부분의 경우, 가격과 기술에 대한 설정이
투명함.

• 처음부터 클라우드 맞춤형으로 설계됨.

• 멀티 테넌트 구조

• 클라우드 플랫폼 레벨에서 관리되는 인프라
기능(탄력성, 보안, 용량, 데이터, HA, 사용자관리...)

• 독점 판매

• 고 기능의 빠른 배포

• IaaS의 직접적으로 관련된 확장

• 소규모 구축 팀

• 탁월한 업그레이드 비용

• 즉각적인 구현

• 온 디맨드 가격 책정(주문형 가격 정책)

• 파트너의 경우 재판매 모델만 가능

• 기술과 가격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투명함.

클라우드아키텍처성숙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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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Process

Infrastructure

Source: Peter Wagner and wing.vc

FROM MONOLITHIC TO MICROSERVICES



◦ 글로벌 배포

◦ 글로벌 접근성

◦ 글로벌 라우팅

◦ 글로벌
네트워크/통신사/전용망

◦ 유연한 통신 및 네트워크
옵션

◦ 엔터프라이즈 급 확장

◦ 지리적 재해 복구

Remote Agent

Consumer

Consumer

Consumer

Consumer

Remote Agent

Remote Agent

Contact Center

Contact Center

Contact Center
PSTN

Remote Agent

Global
Omnichannel
Routing

중앙 집중 관리 또는 분산 관리

INTERNET

클라우드플랫폼에의한글로벌서비스



Recording Quality Management

Workforce Management Reporting & Analytics

Open APIs Application Ecosystem

Agent Desktop CRM Integrations

Inbound & Outbound Digital & Self Service

Surveys Interaction Analytics

보안 & 규정 준수

글로벌 서비스

유연한 연결

안정성 & 확장성

하나의플랫폼에서모든것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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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s

Upgrades
Deployment

Hardware
Data 

Management

Administration
Integration

Maintenance

레거시아키텍쳐의비용부담



$500M
프랑스

통신 사업부

구축형
배포

음성 (CC) 
인프라

룰-베이스
시스템

연 2회
배포

영구 라이센스
모델

2.5K 
고객

$1.5B 
가장 큰 비상장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

옴니채널
비즈니스 앱

AI-Powered
시스템

클라우드, 구축형,     
& 하이브리드

Daily 배포
(DevOps)

구독 서비스
모델

+10K
모든 규모의

고객

Genesys의진화 : SaaS, 클라우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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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e

Contact 
Center 1,2,3

Communicate

Genesys Cloud Platform

Genesys
Cloud 
Voice

<주요기능>
・풍부한 프로파일(연락처)
・채팅
・영상회의／화면공유
・온라인 스토리지(문서관리)
・스마트폰용 앱

직원간 협업 서비스

<주요기능>
・PBX기능
・자동음성안내
・음성메일
・FAX서버
・음성회의

<주요기능>
・멀티채널 서비스
・IVR
・멀티채널 레코딩
・아웃바운드 캠패인
・통계 및 모니터링
・CRM연계
・상담 스크립트 작성
・WFM
・상담 품질평가

UC＆IPT서비스

컨택센터 서비스

Genesys Cloud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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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Center 기능매트릭스



Reporting

Inbound Phone Calls, 
Outbound Dialer

Workforce Management Recording & Interaction 
Analytics

Quality Management

Digital Channels

Agent Desktop

Open Integrations Application EcosystemCRM Integrations

Surveys

Self Service

컨택센터의올인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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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ys Cloud빠른성장

2019년 2020년2018년

55K 110K 155K

총 사용자 수: 154,478
총 고객사 수 : 2,373

Genesys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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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C Premise BYOC Cloud Genesys Cloud 
Voice

On-Premise/Cloud Hybrid Cloud Cloud 100% Cloud

통신사 고객선택 고객선택 Genesys(일부지역)

하드웨어 필요 - -

음성처리 On-Premise Cloud Cloud

음성전화통신사연동옵션

BYOC：Bring Your Own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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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C Premise BYOC Cloud
BYOC：Bring Your Own Carrier

Voice Gateway

SBC

PSTN

Internet

Genesys Cloud
Edge

Contact Center

Agent

Customer

Carrier

PSTN

Internet

Contact Center

Agent

Customer

Carrier
Genesys Cloud Genesys Cloud

음성전화통신사연동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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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ys

SIP Hardphone Existing Phone

상담애플리케이션을통해
통화제어기능을갖춘
원격상담사기능

(hold, transfer, consult transfer, 
etc.)

Polycom, 
AudioCodes

SIP/WebRTC
Softphone 

상담사전화기옵션



데이터 모델들

데이터 공유

조율

예측 라우팅 상담사 어시스트

고객 상담사채널 인터랙션여정

여정, 채널
& 고객 정보 공유

챗봇 & 음성봇

고객, 여정, 채널 & 
고객 정보 공유

여정, 상담사, 채널
& 상호작용 정보공유

여정, 채널 & 고객
정보 공유

여정, 상호작용, 
상담사 정보 공유

상담사와 채널
공유

다음최적의
액션

결과
예측 인사이트 클러스터리 & 세그먼테이션인텐트 엔티티

대화
관리

Public API Layer

AI 솔루션

AI 플랫폼

AI기반엔드-투-엔드솔루션을통한효과극대화

AI 서비스
자연어이해 대화관리 Next Best Action 행동예측

데이터모델
고객 여정 채널 인터랙션 상담사

데이터레이어
툴및프레임워크 데이터처리 통합서비스

데이터보안및
컴플라이언스

예측 인게이지먼트 인터랙션 & 여정 분석 스케쥴링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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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인프라를 이용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CC업계를 선도하는 다양한 최신 기술 표준 패키지화

글로벌 표준 보안 컴플라이언스

사용자의 목소리를 제품에 반영하고 진화하는 서비스.

유연한 요금 체계

경쟁사대비차별화요소

최고의 라우팅.
매 순간.

모든 채널.
언제든지.

당신의
비즈니스를 알고 행복한 직원 AI기반 기술



28

AWS Foundation Services

Compute Storage Database Networking

AWS Global 
Infrastructure

Regions

Availability Zones

Edge Locations

Encryption Key 
Management

Client and Server 
Encryption Network Traffic Protection

Platform, Applications, Identity & Access Management

Operating System, Network & Firewall Configuration

Customer Content and Customer Security PoliciesCustomer

보안및컴플라이언스준수를위한인증획득

클라우드인프라의보안

클라우드서비스의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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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ys Cloud에직접
액세스할수있는

Interface API

IVR 또는스크립트에서
외부데이터참조,변경을

위한 REST API

WEB 페이지에서
채팅앱을호출하는

JavaScript API

외부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웹이벤트를

받아오는 API

WEB사이트에서
화면공유기능을

호출하는 JavaScript API

WEB사이트에서
코브라우즈기능을

호출하는 JavaScript API

GenesysCloud UI에연계
할수있는 JavaScript 
개발라이브러리

3rd-party WEB앱과
간단한연계체제

제공

GenesysCloud WebRTC
서비스에접속하기위한
클라이언트라이브러리

WebRTC Softphone SDK

Ruby

기술파트너사의
좋은제휴솔루션을

제공하는마켓플레이스

Amazon
Lex

AWS
Lambda

Amazon
Polly

외부서비스및시스템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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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ys Cloud의글로벌서비스Region

Genesys Cloud
서비스 Region
• US East (N. Virginia)
• US West (Oregon)
• EU (Ireland)
• EU (Frankfurt)
• Asia Pacific (Sydney)
• Asia Pacific (Tokyo)

신규서비스 Region
(2020년 4월 29일오픈)
• Canada
• London
• Seoul

(9 Region)

Genesys Engage Cloud (8 Region)
GTN (Genesys Transit Network)
음성 및 데이터의 Region 간 전송을 위한 수신/발신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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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모든플랫폼에대한새로운아이디어를제출할

수있는아이디어포털을 2018년새롭게런칭

고객, 협력사 및 직원들이새로운아이디어에투표하고

많은표를얻은아이디어를향후제품릴리스에반영하는

것을우선검토

Genesys Product Ideas Lab

know.genesys.com

새로운제품개발에대한 크라우드 소싱

Genesys Ideas



Genesys Cloud는빠르게성장하고계속진화합니다

500
신규 고객

150+
새로운기능

3000억
연구개발비



Thank You

CX 컨설턴트윤준경

JunKyoung.Yoon@genesy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