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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새로운 협업 
영업팀

계약 하나를 체결하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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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나은) 
새로운 판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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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협업 영업팀은 세 가지 협업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 고객과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 구매 
팀 동원

	■ 영업 팀 내에서의 협업으로 성과를 
높이고, 판매 관리자의 활동에 
보상하고, (분산된 영업 팀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 고객과의 
대화를 개선

	■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거래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모으고 고객의 인사이트를 사업에 
적용

하지만 오늘날 영업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맞는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얻는 구매자들. 
더욱 큰 규모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구매하는 팀들. 구매 경험에 대한 새로운 
기대...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기회를 잡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영업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이 모델은 전통적인 적극적 “고독한 
늑대”형 모델을 능가합니다. 새로운 
모델의 스타일, 구조, 워크플로는 
예전과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영업이란 항상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데 항상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모든 시장에서 전방향으로 
협업하며 구매자를 더욱 
자세히 분석하고, 모든 
대화에 가치를 부여해, 
거래를 빠르게 성사시키는 
영업 팀이 승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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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새로운 업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이 출현한 것입니다. 
구매자에게 제공할 모든 리소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모으고 영업 부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곧 보시겠지만 영업 
팀이 내부에서 소통하는 방식은 새로운 
협업 방식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메일, 전화 통화, 회의는 구매자와 
소통할 때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소통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자책에서는 영업 팀에게 더 나은 
협업 수단을 소개합니다.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는 영업 팀이 사용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 CRM(고객 관계 관리)
부터 시작해서 내부 이메일을 핵심적 
판매 소프트웨어와 통합되는 채널 기반 
협업 플랫폼(예: Slack)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이메일에서 협업 허브로의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매우 사소해 보이는 
수많은 곳에서 능률이 향상되어 소통이 
개선되고, 거래가 빨라지며, 구매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현상



Slack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채널 기반 협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lack을 예로 들기는 했지만 다른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Gartner, Gartner Peer 
Insights, IDC, Aragon Research 등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Slack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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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새로운 기대

요즘의 구매자는 스스로 
공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기대합니다. 따라서 모든 대화에 
부가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복잡성

더 규모가 크고 여러 부서가 
모인 구매 팀이 사방에서 질문을 
날립니다. 영업 팀은 모든 내부 
전문가에게서 빠르게 답을 얻어야 
합니다.

 속도

구매자가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매 팀에서 빠르게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고객 관리 
임원들은 내부 팀에서 답을 
얻느라 허송세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계약 하나를 체결하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함
영업에 협업이 중요해진 이유

결과: 
이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내부적 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던’ 리소스를 
더 많은 고객이 직접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전 대응 엔지니어 
또는 주제 전문가가 영업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책임자가 고객과 만나서 지속적 
지원에 대해 논의합니다. 고객의 
CIO가 IT 리소스를 통해 직접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팀 영업 현황을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ffani Bova, Salesforce 글로벌 고객 성장 및 혁신 전도사

“B2B 솔루션 구매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2년 전에는 평균 
5.4명이었지만 현재 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C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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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영업 문화 협업 영업 문화

기본적으로 폐쇄적 소통 기본적으로 개방적 소통

대부분 1:1 메시징 대부분 채널 기반 메시징

독립된 고객 관리 팀 정보를 교환하는 영업 팀, 다른 부서와 
전면적으로 교류

'내부 스팸' 만연 스스로 결정한 '꼭 필요한 정보'만 포함 

리소스와 전문 지식이 분산됨 리소스를 각 영업 기회에 집중(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개입을 통해 정보 획득 지장을 최소화한 채로 업데이트, '상시 정보 
인식'

정보 저장 지식 공유

분산된 판매 소프트웨어 통합된 판매 소프트웨어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만남

협업 영업 문화는 서로 분리된 
영업 문화와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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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영업 직원은 고객과의 협업에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수한 영업 팀과 위대한 영업 
팀을 가르는 차이는 내부에서 얼마나 
잘 협업하고 리소스를 모아서 복잡한 
거래를 진행 및 성사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협업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매자의 89%가 제품에 
대한 일관적 마케팅과 
영업 표현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LinkedIn, “State of Sales, 2018”

주요 협업 영역

	■ 영업 팀 내부 상, 하, 좌우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각 고객, 팀, 또는 프로그램에 전용 
채널을 할당합니다. 

	■ 마케팅과의 협업 마케팅 메시지를 파악하고 
구매자 의견을 전달합니다. 마케팅 자동화 
도구에서 바로 적절한 채널로 유망한 잠재 
고객을 전달합니다.

	■ 전문 서비스와의 협업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문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이용하면 
받은 편지함에서 누락되는 정보가 사라집니다.

	■ 제품 팀과의 협업 향후 일정을 파악하고 
구매자의 요구 사항을 전달합니다. 제품 
채널을 통해 제품 전문가에게 거래에 대한 
지원을 받고 제품 기능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 법무팀과의 협업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더욱 빠르게 체결합니다. 간단한 문의 양식을 
사용하여 회신 시간을 단축합니다.

	■ 지원팀과의 협업 질문에 대한 답을 빠르게 
받고, 지원 문제를 강조 표시하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합니다. 채널 내부에서 지원 티켓을 
열고 조치를 취합니다.

	■ 재무팀과의 협업 지침, 요금, 할인, 수익 인식에 
대해 협력합니다. 메시지 자체에 승인/거부 
작업 버튼이 있습니다.

	■ 판매 후 처리팀 거래가 완료되면 전체 고객 
관계 기록이 작성됩니다. 대화와 파일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혜적 관계
협업은 일방적인 거래 지원 요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업팀이 고객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제품,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윈-윈(-윈-윈-윈...)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내는 영업 전문가 94%
의 생각에 따르면, 협업 
도구는 성공에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
합니다.” 
LinkedIn, “State of Sale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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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내부 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협업을 생각해 보세요.

이메일, 즉 1:1 커뮤니케이션으로 
설계되고 최적화된 매체로 이러한 
추세를 따라잡기 어려운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 복잡하게 얽힌 스레드 
전체 회신, 과도한 참조(CC) 및 숨은 
참조(BCC) 이메일로 어수선함

	■ 갇혀 있는 지식 
폐쇄적 메시지로 인해 그 대화로 
혜택을 받을 많은 사람이 배제됨

	■ 광역 검색 불가 
사용자는 자신의 메시지 기록만 검색 
가능

	■ 자연적 조직이 존재하지 않음 
크고 비밀스러운 단 하나의 메시지 
늪만이 존재

	■ 간과하기 쉬움 
‘내부 스팸’ 문제로 인해 참여 저하

모든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징후를 인지: 
이메일은 내부 협업에 사용하기에는 
불만족스럽고 비효율적인 채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영업팀이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복잡한 구성/
가격/견적 프로세스를 따를 때에도, 
간단한 구매자 문의에 답할 때에도 모든 
과정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내부 이메일: 
영업 기회의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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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중심으로 구축된 협업 허브는 
언뜻 보기에는 이메일과 기본 채팅 
앱에 비해 매우 간단하고 구조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시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팀은 금세 채널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워 본인 업무를 지원받고 
필요한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그리고 저희도 사용하는) 
채널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널 기반 협업의 놀라운 힘

영업 관리 채널  
예측, 영역, 견적에 대한 대화가 진행됩니다.

팀 채널  
지역 또는 산업별 팀 간 의견을 조율합니다.

채용 채널  
지원자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진행됩니다.

영업 운영 채널  
운영팀과 영역, 고객 관리 책임, 프로세스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거래 데스크 채널  
영업, 재무, 제품 책임자가 복잡한 고액 거래에 
대해 논의하고 표준을 벗어난 거래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원합니다.

분류 채널  
고객 문제를 신속히 분류하여 서비스, 제품, 
지원, IT 팀에 전달합니다. Jira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문제 신고 티켓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영업 조직 채널  
중요한 공지, 임원 AMA, 거래에 대한 축전을 
발표합니다.

온보딩 채널  
새로운 담당자와 고객 관리 임원에게 회사 
프로세스와 지식을 알려 줍니다.

고객별 채널  
모든 대화, 파일, 인사이트를 한곳에 모아서 
확장된 팀이 각 기회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승인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빠른 
회신을 받습니다. 새로운 고객 관리 임원을 
온보딩합니다. 전체 관계에 대한 영구 기록을 
작성합니다.

거래 지원 요청 채널  
대규모 거래를 전담하는 거래 지원 채널 
및 요청을 띄우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앙 
집중화된 채널이 있습니다. Salesforce와 
통합하여 기록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채널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긴 
이메일 체인과 달리, 팀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시점에 채널에 참여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개방성은 기본
채널은 지식을 쌓아두기보다는 지식을 공유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주기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사람이 적절히 기여합니다. 비공개 메시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활동은 공개 
채널에서 일어나고 쉽게 정보를 찾고,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식 공유에 대한 포커스 그룹을 열었으며, 관련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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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협업 강화

1. 
고객 참여  
계정 채널에서는 
인사이트를 수집하고 
전문가에게 제공하여 
빠르게 답을 얻습니다.

 2. 
비즈니스 사례 구축  
조직 전체에서 전문가를 
모아 문서, 뉴스, 
트렌드, 회사 정보 등을 
수집합니다.

 3. 
계약 협상  
비공개 채널에서 영업 관리, 
법무, 재무팀과 함께 신속히 
거래를 승인합니다.

 4.
계약 체결  
거래 성사를 축하하고, 
교훈을 공유하며,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5.
신규 고객 온보딩  
판매 후 구현팀을 위해 
자세한 배경 정보를 
전달합니다.

박소영 오전 9:22
Acme Anvils 관련해서 
일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정보가 필요해요.  

1 4

김미정 오전 11:46
@예지에게 석유 가스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지닌 경쟁 우위에 대해 
잘 정리해 둔 
슬라이드가 있어요.  

3 1

송찬수 오전 08:51
@이삭: 새 할인 
제안을 확인해 주세요.  

승인 거부

3

3

1

1

1 1

양희선 오전 10:09
@수현이 멋지게 
해냈어요. 마지막 
쿼리를 잘 해결했죠.  

1 2

최강훈 오전 11:17
@고객_성공: 계정 
채널에 고정된 
조직도를 참조하세요. 
다들 거기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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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기반 협업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때로 지나치게 대화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이메일이 그런 
걸로 악명이 높죠).

경험이 풍부한 사용자와 팀은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성해 방해를 최소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사 업무는 잡음이 많기 
마련입니다. 협업 허브 기능에서 방해를 
줄이고 잡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택적으로 알림 설정  
긴급한 요청 우선 처리

	■ 중요 채널 즐겨찾기  
인생의 우선순위 설정

	■ “방해 금지” 사용  
잔업 중 및 근무 시간 동안 업무에 
집중

	■ @ 사용  
특정 사람을 호출

	■ 이모티콘과 반응 사용  
초고속 응답

	■ 라이브 대화만 띄우기  
공개 메시지가 있는 채널만 표시

	■ 채널 나가기  
관련 없는 채널 나가기 

	■ 워크플로 자동화  
성가시게 하는 사람 최소화

잡담과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지지는 않나요?새

로
운

 협
업

 영
업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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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CRM이 여전히 기본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수십여 개의 
주변적인 판매 기술이 동원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잠재 고객 확보 
	■ 보고 
	■ 분석 
	■ 연락처 관리 
	■ 예측
	■ 계획 
	■ 판매 지원 
	■ 보상 관리 
	■ 고객 인사이트 
	■ CPQ 
	■ 데이터 동기화 
	■ ABM 
	■ 계약 수명 주기 
	■ 관리 영역 
	■ 관리...

이들은 각각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편화로 발생하는 단점이 
누적되어서 영업 담당자들은 컨텍스트 
전환과 여러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로그아웃에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으로 해결
새로운 협업 영업 팀에서는 이런 기술 
스택을 일이 이뤄지는 곳에 모읍니다. 
바로, 협업 허브입니다. 이 허브에서는 
워크스페이스를 떠나지 않고도 다른 
앱을 통합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보내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CRM을 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업 앱에 같은 원칙이 
적용됨).

CRM 및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협업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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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활용  
CRM은 영업팀과 영업 책임자에게는 
훌륭한 기록 시스템입니다. 모든 영업 
기회의 상황 정보를 모으는 단일 
창구이며, 강력한 분석, 예측,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CRM은 협업에 최적화되어 
있지도 않고 판매에 필요한 수많은 
대화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업 담당자가 
기록을 업데이트하기 어려울 수 있고, 
영업 관리자들이 시기적절하게 정확한 
필수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협업 허브를 CRM
과 통합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활동 로깅  
채널이나 워크스페이스를 떠나지 
않고도 CRM으로 업데이트 전달

	■ CRM 데이터에 즉시 액세스  
관련 데이터를 대화로 가져오기

	■ CRM 인사이트를 라이선스 사용자 
외에도 전달  
마케팅, 제품, 지원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거래 기회의 
현황을 알 수 있음

희영 오전 9:53

은수 오전 9:54

Salesforce          오전 9:54

희영 오전 9:55

P.18
@지연, 이번 달에 제일 중요한 기회가 뭐죠?

Starchip이요! 느낌이 좋네요.        http://acmecorp.salesforce.com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들었어요!

Starchip Enterprise - Klingon 사업부 기회
계정: Starchip Enterprise
계정 소유자: 강지연
종료 날짜: 2016년 10월 31일
단계: 제안/가격 견적
금액: $50,000

계정 표시

BOT

요약: 협업 허브는 CRM 도입을 가속하고, 
데이터 정확도를 높이며, 그 영향을 조직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Salesforce 및 Troops
Slack/Salesforce 통합이 주요 사용 사례
(데이터 가져오기 및 데이터 내보내기)이며,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급 사용 사례의 경우 Troops가 Salesforce
로 연결되는 Slack 앱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팀은 Slack을 종료하지 않고도 계정 데이터를 
쿼리하고, 판매 방문 노트를 추가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연락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 운영 통합 Slack을 전체적인 기술 
스택을 수집하는 곳으로 활용하는 영업 
운영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Salesforce
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Marketo, Zendesk, Drift, 
Troops, SalesLoft, Clearbit, Highspot, 
Demandbase 등을 비롯해 1,500개 이상의 
통합이 있습니다. 전체 통합 목록은 Slack 
앱 디렉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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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고 규모가 큰 영업 팀은 
그야말로 수백 가지 방식으로 
채널 기반의 협업 허브인 Slack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잠재 고객에 
대한 알림, 계약 협상을 비롯해서 
모든 곳에 활용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용 사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사용 사례 
새로운 협업 판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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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성준

@수형
@용훈

CMS에 기존 고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새로운 요청이 있어요! 곧 CSM 관리자가 적임자를 
배정할 거예요.

계정 이름: NewLife Insurance
AOV: 0.0000
ARR: 0.00
계정 경영진:
영업 관리자:

과정 단계: 실행

Spencer Dear가 Helix Live, Inc.의 요청에 배정되었습니다.
계정 이름: Helix Live, Inc.

계정 경영진:
CSM

기회 이름: Helix Live, Inc - Plus - Fair Billing - 2018-12-01.

영업 지역: AMER-LENT-East-1

거래 배경:

요청

2개의 댓글 마지막 댓글 23시간 전

계정 기회

CSMRequestor         오후 3:18

CSMRequestor        오후 8:28

Customer just signed (paperwork received) for 500 user 170k Quarterly Refresh 
ELA and has plans to roll out 5k users.

Immediate Needs:
Launch & Comms planning
Governance guidance and Grid Org Design 

요청

1 1

앱

앱

핵심적 사용 사례 및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 채널에서 협업하면 판매 
주기 자체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빠르고 정확한 거래 지원 및 견적 
승인

	■ 제품, 마케팅, 서비스, 법무, 재무팀에 
즉시 액세스

	■ 새로운 담당자를 신속히 등록하고 
원활하게 고객 이관

	■ 더욱 우수하고 대응 능력이 뛰어나며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경험 제공

사용 사례 1
조직의 관심을 거래 
기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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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담당자는 채널을 사랑하지만, 판매 
관리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에 만만치 
않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모든 영업 기회 및 활동에 대한 실시간 
상태 확인

	■ 대화를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회 
확대 

	■ 가치가 높고 시간이 촉박한 거래에 
집중할 수 있는 유연성

무엇보다도 영업 담당자의 보고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다.

사용 사례 2 
가시성 개선, 판매 관리에 유익 

강훈 오후 3:14

성준 오후 3:15

찬수 오후 3:16

P.21
@성준, 고마워요. 잠깐 Zoom으로 통화하면서 의논할 수 있을까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참여하세요.

우리 그룹 책임자가 오늘 고객과 보안 검토를 시작했어요. 우수한 팀이니 별문제는 없을 
거예요.

Zoom

Meeting ID: 536-174-082
Click here to join

진혁 has started a meeting

이 채널에 다른 사용자 5명을 초대함

오후 3:14앱앱

“평균적으로 영업 담당자는 
근무 시간의 1/3만 영업에 
할애합니다.”
Salesforce, “State of Sales,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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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ops 오전 10:55

캘린더에 미팅 2개가 있습니다. Salesforce에 기록
활동

기회의 기회: Pivot Piper 업데이트와 관련된 필드 업데이트
미팅 91/2): 데모
시간: 2019년 8월 23일 오후 12:00 ~ 오후 1:00
Salesforce 연락처: Steve Dawson

기회 이름: Verge Paper

종료 날짜: 2019년 8월 31일
금액: $75,000
단계: 예비 심사

통화 기록

기회 업데이트

기회

작업 생성

앱

소프트웨어는 사용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협업 허브는 영업 앱들을 
대화가 일어나는 곳에 모아줍니다. 그 
가치는 확실합니다. 협업 허브:

	■ CRM과 모든 영업 도구를 
최신으로 유지

	■ 영업 앱 정보를 마케팅, 제품 및 
지원 담당자에게 전달

	■ 시장 출시 스택 전체를 통합

	■ 영업 담당자가 영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지원

사용 사례 3 
Salesforce 및 전체 영업 소프트웨어 
스택의 모든 잠재력 활용

요약: 협업 허브는 고객에게 빠르게 
더 대응하고,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민첩한 영업팀을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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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을 강화하면 모든 조직과 전체 영업 수명 주기에 이익이 됩니다. 
간단한 요약:

새 협업 영업 모델의 장점

모든 영업 팀 영업 관리자 영업 운영팀

모든 내부 리소스의 활용도를 
높여 더 많은 거래를 신속하게 
성사시킵니다.

영업 활동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큰 영업 기회에 
집중합니다.

구매 경험을 개선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 지식을 보존합니다.

관리 대신 가치가 높은 
영업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영업 담당자를 재촉하지 
않아도 관리자가 모든 영업 
기회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가치를 
더해 경영 레버리지를 
개선합니다.

공식 할인 검토 워크플로를 
통해 마진을 유지합니다.

새 담당자를 빠르게 
적응시키고, 생산성을 더욱 
빠르게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업 기술 스택을 영업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통합합니다.

업데이트와 쿼리 작업을 
간소화하여 CRM 활용도를 
개선합니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데이터 흐름을 
간소화합니다.

영업 담당자들이 말하는 5대 
시간 낭비 요소

1.  이메일 관리
2. 활동 로깅
3.  영업 데이터 및 메모 

입력
4.   연락할 적임자 찾기
5.  팔로우업 작업 생성

Salesforce, “State of Sales,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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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에서 Slack과 같은 채널 기반 
협업 플랫폼으로의 이전은 간단하고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내부 이메일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저 사용 빈도가 
점점 줄어들 뿐입니다.

영업 팀이 채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플랫폼은 영업 팀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 없이, 원하는 속도대로 
자연스럽게 이전하면 됩니다.

시작점: 
채널 기반 협업으로의 마이그레이션

“영업 지원이 개선될수록 
부서 간 협업 활동이 더욱 
가시화되고, 영업 인력의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Tamara Schenk, CSO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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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팀부터 시작
영업 부서에서 먼저 시작하면 좋습니다. 
채용, 온보딩 또는 교육과 같은 내부 
프로세스에 대해 시범적으로 채널을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몇 개의 고객별 
채널을 추가해서 거래와 관련된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나 Slack의 진가는 부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협업하기 시작할 때 
발휘됩니다.

 

마케팅, 지원, 제품 팀까지 확대
그다음으로는 당연히 가장 많이 
협력하는 팀, 즉 마케팅과 지원, 제품 
팀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람들이 
동료들과 언제 어떻게 소통할지, 어떻게 
협력을 단순화할지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협업의 장점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회사 전체로 확대
조직 전체에서 Slack을 사용하는 기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IBM: 
100,000석, Autodesk: 8,500).

회사 전체에서 같은 협업 허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장점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협업은 모든 면을 개선합니다. 
복잡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쉽게 
전략에 맞추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환이 쉽고, (IT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과 관리 규정에 따라) 사용자 
기반이 주로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팀원 대부분이 매일 Slack을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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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독한 늑대 전략은 이제 
효과가 없습니다.

조직 전체에서 적절한 리소스를 
지원하고 모든 관계자가 영업 기회를 
이익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는 협력적 
영업 팀이 되어야 합니다.

확실히, 협업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내부 이메일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더욱 
확실합니다. 애초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CRM 및 다른 영업 
애플리케이션과 통합된 채널 기반 협업 
플랫폼은 가능합니다.

마케팅, 지원, 제품, 재무, 법무 팀의 
동료도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업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협업 판매는 반드시 성공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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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잠재 고객이 생기면 Slack
의 담당자들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담당자가 사무실에 있든, 통화 중이든 
실시간 알림을 받으므로 받은 
편지함에서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을 때는 언제나 
Slack 채널에 알림을 보내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 고객의 고충을 
해결한 방식 등 해당 고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영업 
직원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Jeetu Mahtani, 국제 운영 부문 SVP, HubSpot

“Slack은 말하자면 제대로 된 업무 그 
자체입니다. 한 장소에서 협업하면 
임원진이 이메일마다 참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Slack 채널에 
들어가 프로젝트 진척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점에 개입하면 되니까요.” 
Benjamin Sternsmith, 영업 부문 지역 VP, Lyft Business

“셀프 업데이트는 임원 후원자가 참여 
상태를 유지하고 현재 상황을 인지하게 
해줍니다. 후원자는 긴 이메일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Slack 노트의 간단한 
요약이 매우 유용합니다.”

“전체 영업 팀에 이메일을 보내는 대신, 
영업 Slack 채널에 원하는 내용을 
포스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얘기죠.” 

Samantha Lutz, 수석 현장 어카운트 관리자, Lyft Business

Slack과 영업
고객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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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상담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우리 팀과 시간을 예약하세요.

시작하세요

Slack 앱 디렉토리의 판매 관련 통합.

Slack의 Slack 
채널을 통해 영업팀을 강화하는 방법

제품 요약 
영업용 솔루션 페이지

고객 사례 
Slack의 Hubspot 확장 지원 방법

고객 사례 
Lyft Business의 아주 중요한 영업 업무

https://slack.com/contact-sales?cvosrc=demand_gen.in-prod.in-prod_HR_Adaptive_Collaboration_Hub&cvo_creative=null&utm_medium=demand_gen&utm_source=in-prod&utm_campaign=d_demand_gen_in-prod_all_en_null_null_null_201902_2A5D7D46-174C-4FFE-BE72-EFEC2DF7D357
https://slackhq.com/slack-on-slack-how-channels-power-our-sales-team
https://slack.com/intl/en-gb/solutions/sales
https://slack.com/intl/en-gb/customer-stories/hubspot
https://slack.com/intl/en-gb/customer-stories/lyft


Slack 정보
Slack은 일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Slack은 사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모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술 스택 계층입니다.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중요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업무 성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찾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Slack을 통해 팀 간 소통을 하고, 시스템을 
통일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