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 운영팀의 부상 
새로운 협업의 필요

영업



영업이 본능적인 기술에서 데이터 중심의 
과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업 운영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항상 전략적인 문제 
해결사였으며, 이제는 비즈니스의 수익 
엔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인 
리더입니다.

그 역할은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회사마다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왔던 모든 대기업에서 
영업 운영은 더 많은 프로세스에 
관여하도록 확장되는 동시에 새로운 
워크플로를 만들고,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하며, 전체 영업 주기 및 그 이상에 걸쳐 
전체적인 데이터(및 통찰력)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 운영 전문가와 그 힘을 이해하는 
비즈니스에게는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영업 운영: 실력을 
발휘할 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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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자문 기업은 영업 운영이 다음과 같은 7
가지 주요 분야에서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킨다고 
말합니다.

 ■ 전략 및 계획
 ■ 영업 인텔리전스 
 ■ 프로세스 설계 및 관리 
 ■ 지원 및 관리 
 ■ 거래 추적 
 ■ 기술 
 ■ 프로젝트 관리

이렇게 많은 가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영업 운영은 개발과 영업 및 시장 
전략의 실행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Sirius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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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들과 만나고 일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재능, 프로세스와 
기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운영 리더가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지 
살펴봤습니다.

1. 2. 3.

여기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Slack은 영업 
운영에 가장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조직이 앞으로 
1~3년 동안 가장 성공적인 영업 조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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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모든 영업 동료 
및 매니저가 공개적으로 함께 
일합니다. 계정 담당자를 
비롯하여 영업 개발 및 운영 
담당자, 영업 수석 부사장까지 
모두 협업합니다.

다른 모든 부서와 함께 
—마케팅, 제품, 지원, 고객 
성공, 재무, 법무팀 등 
과 함께 더 효과적으로 
협업합니다.

잠재 고객 계정 내의 챔피언과 
함께  —이해 관계자와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1. 2. 3.

보다 구체적으로, 최고의 영업 운영 팀이 모든 
방향에서 영업 조직의 협업을 가장 잘 돕는 
팀이라고 확신합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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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합니다. 

 ■ 영업에서 협업의 힘
 ■ 성공에 있어 영업 운영의 역할
 ■ 기존 커뮤니케이션(주로 내부 
이메일)은 이를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

 ■ 통합된 채널 기반 협업을 통해 
가능한 이유

이 전자책은 360º 협업 
환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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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은 기술에서 
과학으로 계속 
진화합니다.” 

CSO Insights Stud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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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심 영업의 상승 높아지는 거래 복잡성 쌓여가는 분산된 영업

데이터는 판매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고객 관계 관리(CRM)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잠재 고객과 소통하는 
것부터 영업 성과 추적, 계획, 예측 및 팀 
구조화까지 영업 및 영업 관리의 모든 
측면에 필수적입니다.

데이터는 영업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개선해 주지만, 오늘날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영업 운영팀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기회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란 더 많은 구매자와 더 크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매 팀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법률, 기술 및 규제와 같은 
장애물과 문제가 더 많아지면서 판매 
주기가 길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업팀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를 진행시키기 위해 조직 전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운영팀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업팀은 계획, 잠재 고객 탐색, 기회 
추적을 포함하여 보고와 재무, 법무, 
수익 인식, 지원팀과의 협업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관된 프로세스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는 영업 운영 및 
판매 시스템팀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에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 레이어도 조율해야 하죠.

영업의 세 가지 
큰 트렌드 

결론:  
영업 성과 및 관리 가시성을 
개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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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은 오늘날의 영업팀이 의존하는 
집중적인 협업과 조직적 민첩성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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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운 정리 불가 
그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 통에 
담겨 있음

간과하기 쉬움 
‘내부 스팸’ 문제로 인해 참여 저하

내부 이메일은 이러한 새로운 
요구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 
내부 이메일은 새로운 협업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덜 효과적인 
협업 채널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영업팀이 아직 내부 이메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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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중심으로 구축된 협업 
허브는 이메일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영업팀에서는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채널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팀원이 필요에 따라 채널에 
참여하고 나갑니다. 일반적인 
영업팀 채널에는 다음과 같은 
채널이 포함됩니다.

 

 ■ 계정별 채널  
 ■ 팀 채널 
 ■ 거래 지원 요청 채널
 ■ 심사 채널  
 ■ 거래 협상 채널 
 ■ 영업 운영 채널 
 ■ 영업 관리 채널 
 ■ 채용 채널  
 ■ 글로벌 영업 조직 전체의 채널

채널은 영업팀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의 근본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킵니다.

 ■ 대부분 닫혀있는 고립된 
대화에서 개방적인 대화로 변화

 ■ ‘내부 스팸’에서 알아야 할 
관련성 있는 정보로 변화

 ■ 정보의 사일로에서 검색 가능한 
지식 자산으로 변화

채널 기반 협업: 
혼돈 속의 질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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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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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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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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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은 개인을 
우선시합니다.
채널은 팀을 
우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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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앱의 통합: 
기술 스택 모으기

채널 기반의 협업을 통해 영업팀은 내부 
이메일의 제약에서 벗어나 기본 설정을 
공유하여 투명성과 지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 센터를 다른 영업 
소프트웨어와 통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업무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CRM이 좋은 예시입니다. CRM(예를 
들어 Salesforce)을 협업 허브와 
통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 영업 담당자가 현재 있는 채널을 
벗어나지 않고도 Salesforce에 
업데이트를 푸시합니다.

 ■ 팀의 모든 사람이 계정 및 기회 상태 
기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Salesforce가 더 많이 업데이트되어 
더 개선된 기록 시스템이 됩니다.

 ■ 영업 담당자는 영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관리자 작업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 Salesforce의 힘은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를 넘어 모든 팀에게 기회를 
조율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Google Docs, Zendesk, Drift, 
Troops, SalesLoft, Highspot 등과 
통합할 때에도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Slack 앱 디렉토리에 있는 1,500개 
이상의 통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영업 기술 스택을 통합하고, 관련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으로(그리고 이런 
곳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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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 
프로세스 자동화

영업 협업 퍼즐의 세 번째 조각은 
자동화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채널에 
여러 영업 도구를 통합하면 앱 간의 
새로운 자동화된 워크플로를 생성하여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영업 운영팀은 통합과 자동화의 힘을 
발견하면서 더 많은 프로세스를 
위한 새로운 워크플로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채널 기반 협업에서 영업 업무를 
간소화, 가속화 및 자동화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영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부서 간의 다단계 워크플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영업 운영의 핵심입니다.

예시:

계정 관리자가 비표준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해당 계정에 대한 거래 협상 채널에 
요청을 놓고, Salesforce에서 계정 
상태를 가져오고, 승인 워크플로를 
트리거합니다.

상사에게 요청 알림이 가면 이를 
검토하고 채널에서 바로 ‘승인’ 
버튼을 누릅니다.

승인 상태는 다시 AE로 전송되고 
재무팀의 다음 승인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게 해서 견적이 
완전히 승인되었다는 알림을 받게 
되고 서명을 위해 릴리스할 준비가 
됩니다.

또한 승인은 Salesforce 승인 
워크플로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트리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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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에
집

중
영업 담당자들이 말하는 5대 시간 
낭비 요소¹

 ■ 이메일 관리
 ■ 활동 로깅
 ■ 영업 데이터 및 메모 입력
 ■ 연락할 적임자 찾기
 ■ 후속 작업 만들기

1. “State of Sales,” 3판, Sales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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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성의 분담

일상적인 영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 
영업의 마찰을 많이 줄여줍니다.

하지만 영업 및 운영팀 리더의 경우 
새로운 수준의 가시성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관리자는 처음으로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업데이트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각 계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팀 리더는 프로세스의 작동 
방식, 데이터의 흐름을 포함하여 거래가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협업 영업의 투명성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영업 운영 
전문가는 ‘경영진에게 주요 
의사 결정 데이터 전달’을 
가장 높게 꼽았습니다.” 
 
CSO Insights, 2018 Sales Operations 
Optimiza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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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협업적인 영업 운영이 
활용되는 모습
Slack에서 항상 볼 수 있는 5가지 사용 사례

 “저는 단지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하던 일을 
멈추라고 요청하고 싶지 
않아요. 그 대신, 적절한 
채널에서 직접 볼 수 있죠.” 
 
Bob Frati, 영업 및 고객 성공 부문 수석 부사장, 
S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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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CPQ

Salesforce와 Slack은 함께 다음을 
달성합니다.

 ■ 비표준 거래 요청을 표준화

 ■ 승인 흐름을 자동화

 ■ Salesforce에 업데이트 푸시

 ■ 기업 승인 기관과 규정 준수 유지

 ■ 고객에게 더 빠르게 제공

이용훈 오전 10:13
@정재환 님,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이정화 님과 저는 Edge Comm의 거버넌스 
그룹이 우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제공 사항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추가적인 조항을 넣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용훈 오전 10:17
모든 조항이 담긴 워드 문서입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를 보실 수 있도록 계정 자체에 대한 몇 가지 정보도 
포스트해 드려요.

정재환 오전 10:15
@이용훈 님, 그런 조항 몇 가지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Salesforce            오전 10:17
Edge Communications 에 대한 세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 소유자: Starchip Enterprise
Edge Communications | 계정

연간 수익: 강지연
업종: 2016년 10월 31일
단계: 제안/가격 견적
금액: $50,000

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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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적 거래 데스크

CRM 및 영업 분석 통합은 다음을 
지원합니다.

 ■ 관리자 및 운영팀을 위한 주간 스냅샷 
보고서

 ■ 파이프라인 가시성

 ■ 분기말 우선순위

 ■ 승인이 필요한 열린 요청

Troops 오전 10:55

오늘 예정된 SDR 미팅 은 다음과 같습니다. Salesforce에서 보기

담당자의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Salesforce에서 보기

(30kb)

(30kb)

앱

Troops 오전 10:5앱

오늘 예정된 SDR 미팅 Troops에서 제공

소유자

김화윤

하지은

임창섭

총계

3

3

3

9

기록 개수

담당자의 파이프라인

소유자 이름 총 금액 평균 나이 기록 개수

임창섭 214,300.00 620 2

이영섭 150,000.00 520 1

총계 364,300.00 1140 3

Troops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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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지원 
요청에 답변 

채널과 통합은 다음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 적절한 사람을 참여시키기

 ■ 이메일의 지연 없이 부서 간 전달

 ■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현재 상태 표시 

 ■ 작업 버튼을 통해 다음 단계 트리거 
21

이용훈 오전 11:21
@정재환 님,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이정화 님과 저는 Edge Comm의 거버넌스 
그룹이 우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제공 사항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추가적인 조항을 넣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정화 오전 11:27
좋은 소식이네요, @정재환 님!        민영 님에게          을 보내 우리가 이들과의 파트너십 및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100% 노력하고 있다고 알릴 좋은 기회 같아요.

정재환 오전 11:24
       참고로, 우리 경영진 스폰서는 지난 주에 CEO와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추진력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정화 님, 후속 조치로 CEO에게 연락하실 수 
있나요?

2개의 댓글 오늘 마지막 댓글이 달린 시간: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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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스택 통합

영업을 통합하여 영업팀 지원:

 ■ Jira 티켓을 열어 제품팀에 기능 요청 전달 

 ■ 고객 지원을 위해 Zendesk에 요청 푸시

 ■ SalesLoft에서 고객 통찰력 가져오기

 ■ (이 모든 것이 Slack을 떠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전승목 님의 티켓: 티켓 #4142929
사이트에 연결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무슨 일이 있나요? 보통 문제가 있으면 트위터에 업데이트해 
주시던데 아무런 업데이트도 보지 못해서요. 
감사합니다.
전승목

Zendesk 오전 10:45

1

권수영 님의 티켓: 티켓 #3436006
지난 구매에서 영수증이나 주문 확인서를 받지 못했어요. 구매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감
사합니다.
권수영

Zendesk 오전 10:46

김현아 오전 10:48
       문제 해결을 위해 재무/청구 팀에 전달하겠습니다.

3개의 댓글 오늘 마지막 댓글이 달린 시간: 오전 10:5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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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운영 심사

프로세스를 만들뿐 아니라 유지하기도 합니다.

 ■ 쿼리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수집

 ■ 선택한 앱에서 티켓 생성

 ■ 답변 자동화

 ■ 제품 또는 지원팀에 에스컬레이션

 ■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워크플로 구축

영업 및 영업 운영팀이 Slack을 사용하여 민첩성을 
유지하고, 관리 작업을 최소화하며, 기회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여러 
방법 중 간략한 예시입니다.

Lyft Business가 업무상 중요한 영업 활동을 위해 
Slack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읽어보세요.

4개의 댓글

        갑자기�말씀드려서�죄송한데, 이�견적이�적절한�승인�체인으로�진행될�수 
있도록�견적의�영업�담당자를 @현아�님으로�변경해야�합니다. Acme Anvils
에서�오늘까지 OF를�요구해서�빠르게�문제를�해결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아 오전 9:33
@정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김현아 오전 9:39
잘 됐네요. rev rec에 묶여 있는 것 같네요

이정화 오전 9:34
@현아 다 준비되었어요. 승인 체인에 문제가 있었네요! @용훈 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정화 오전 9:36
감사합니다!

11

이정화 오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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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lack.com/intl/ko-kr/customer-stories/lyft
https://slack.com/intl/ko-kr/customer-stories/lyft


영업 운영팀의 협업 강화

CSO Insights는 영업 운영팀의 역할을 
4가지 주요 책임 사항으로 나눕니다. 
통합된 채널 기반 협업을 통해 각각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적 계획 지원
고객 분석을 위해 통찰력 도구를 
통합합니다. 보상 모델 및 영역을 
위한 전용 채널에서 협업합니다. 연간 
계획 토론 등에 적절한 기여자를 
포함시킵니다.

영업 성과 분석
예측을 중심으로 협업합니다. 
Salesforce에서 파이프라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성과 분석을 공유합니다. 
채널 전략을 평가하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

영업 준비성 및 영업 주기 지원
관련 채널에서 영업 지원 도구 
및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거래 
데스크를 설정합니다. 보고 및 
알림을 자동화합니다. RFP 관리를 
자동화합니다. 거래 지원 요청 및 
CPQ 프로세스 등에 대한 반응성을 
개선합니다.

기술 관리
CRM 전략을 운영 가능하게 만듭니다. 
영업 기술 스택을 통합합니다. 새로운 
배포 및 이전을 관리합니다. 요청을 
심사합니다. 마케팅 자동화로부터의 
핸드오버를 준비하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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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영업 운영 
모델의 장점

사일로는 모든 분야 및 부서에 해로우며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영업 운영팀에는 
치명적입니다.

팀 간에 공유되는 협업 허브는 운영팀을 
최적화하는 데 이상적인 환경이며, 부서 
및 비즈니스 전반에서 다음과 같은 
이점이 발생합니다.

영업팀 성과를 높입니다.
영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거래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성사시킵니다.

더 많은 거래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가장 임박한 기회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관리 가시성을 개선하고 활용합니다.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여 방해를 줄이고 
가치를 창출합니다.

영업 운영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자동화된 워크플로를 통해 비즈니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나은 정보와 함께 대응 능력이 
뛰어난 담당자를 통해
개선된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 영업 담당자를 더 빠르게 
온보딩합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생산성으로 더 빠르게 
도달합니다.

Salesforce 정확성을 개선합니다.
업데이트를 포스트하기 더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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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지원이 개선될수록 부서 간 
협업 활동이 더욱 가시화되고, 영업 
인력의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Tamara Schenk, CSO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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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lack 후원 IDC Research, “The 
Business Value of Slack,” 2017

경험

86%의 
담당자가 Slack을 통해 분야의 정보에 
대해 더 잘 액세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86%가 
Slack으로 주요 포인트를 나누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합니다

100%가 
Slack이 비영업팀과 더 좋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

25%
영업 팀원당 연간 잠재 거래 체결 증가 
비율 

13%
전반적인 판매 주기 단축

21% 
잠재 고객 대응 시간 가속화 비율

25%
연간 잠재 거래 체결 증가 비율

운영 담당자를 
위한 지표:

Slack을 사용하는 영업 조직들의 평균 지표를 기반으로 진행한 IDC의 
연구 결과로 Slack을 사용한 파이프라인에 3% 더 많은 거래가 추가되고 
Slack을 사용하여 5% 더 높은 거래 성사 비율을 보이며 Slack을 
사용하여 거래 기간의 13%가 줄어든다고 추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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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데이터 중심의 분야로 
바뀌어감에 따라, 영업 운영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자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드셨기를 바랍니다.

 ■ 협업은 운영 효율성의 중심

 ■ 내부 이메일은 영업팀에 필요한 360º 
협업을 지원할 수 없음

 ■ 채널 기반 협업이 더 좋음

 ■ 협업 허브를 영업 기술과 통합하면 
가치가 몇 배로 상승함

 ■ 업무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워크플로를 자동화하면 모든 것의 
속도가 빨라짐

결론
협업은 운영팀의 엑셀레이터

어떠신가요?  
지금 Slack을 확인하여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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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영업 및 영업 운영팀을 위한 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Slack에서 Slack:  
채널이 영업팀을 강화하는 법

제품 요약:  
영업 솔루션 페이지

Slack 앱 디렉토리 
의 판매 관련 통합

고객 사례:  
Slack의 HubSpot 확장 지원

고객 사례: 
Lyft Business의 아주 중요한 영업 업무

Slack의 영업팀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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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lackhq.com/slack-on-slack-how-channels-power-our-sales-team
https://slack.com/intl/ko-kr/solutions/sales
https://slack-bizops.slack.com/apps/category/At0G5VPH19-sales
https://slack.com/intl/ko-kr/customer-stories/hubspot
https://slack.com/intl/ko-kr/customer-stories/ly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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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ck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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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