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lack을 통해 퍼널을 
넘어서는 구매 경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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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팬데믹을 헤쳐온 끝에 
대부분의 회사는 일종의 '뉴노멀'에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방식에 찾아온 큰 변화로 인해 
영업팀에서는 그 파급 효과를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기업 예산은 업계 전반에서 빠듯하며, 구매 절차는 
더욱 세밀한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매자는 이전보다 영업 활동에 대한 반응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추세 외에도, 대면 회의, 무역 박람회, 
네트워킹 등 기존 영업 분야의 핵심 요소들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하며 당분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McKinsey 조사 결과, 기업의 89%
가 최소한 향후 12개월의 락다운 기간 동안 

새로운 시장 모델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집에 있고 당분간은 그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고객과 협력하는 방식, 파트너 및 직원과의 협력 
방식 등에서 유연성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Slack Frontiers 2020에서 Box의 최고 수익 
책임자인 Mark Wayland는 말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영업팀의 전략 변화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팬데믹은 단순히 
기존의 변화 양상을 가속화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75% 이상이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디지털 셀프 서비스 및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의 89%가 최소한 향후 
12개월의 락다운 기간 동안 
새로운 시장 모델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These eight charts show how Covid-19 has 
changed B2B sales forever,” McKinsey, 2020

44% 
영업 활동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조직의 비율
출처: “LinkedIn State of Sales Report,”  
LinkedIn, 2020

61% 
2020년 당시 기업으로부터 신뢰감을 얻기 
어렵다고 대답한 구매자의 비율 (2019년 
54%) 
출처: “State of the Connected Customer,  
4th Edition,” Salesforce, 2020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arketing-and-sales/our-insights/these-eight-charts-show-how-covid-19-has-changed-b2b-sales-forever
https://www.youtube.com/watch?v=9gWP2uc2_sE&list=PLWlXaxtQ7fUYfPypP3auJXbZLE4zQllG9&index=25&ab_channel=Slack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arketing-and-sales/our-insights/these-eight-charts-show-how-covid-19-has-changed-b2b-sales-forever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arketing-and-sales/our-insights/these-eight-charts-show-how-covid-19-has-changed-b2b-sales-forever#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arketing-and-sales/our-insights/these-eight-charts-show-how-covid-19-has-changed-b2b-sales-forever#
https://business.linkedin.com/sales-solutions/b2b-sales-strategy-guides/the-state-of-sales-2020-report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search/salesforce-state-of-the-connected-customer-4th-ed.pdf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search/salesforce-state-of-the-connected-customer-4th-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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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반증합니다. 즉, 
영업팀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에 
복귀할 방법을 모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대신 올해는 영업팀이 겪은 성공 사례와 어려움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지금은 신속한 
영업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영업 담당자가 어디에 있든 회사 내부와 
외부에서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디지털 
협업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회사의 요구와 
구매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팀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Slack을 시작하세요.

"지금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집에 있고 당분간은 그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고객과 협력하는 
방식, 파트너 및 직원과의 협력 
방식 등에서 유연성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Mark Wayland
Box 최고 수익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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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
예산이 빠듯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이 시기에 
신뢰를 쌓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구매자들에게 
필수적입니다.

Salesforce 조사 결과, 비즈니스 구매자의 
86%는 구매 과정에서 영업 담당자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구매자의 거의 75%는 
대부분의 영업상의 상호작용이 단지 업무상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담당자는 구매자의 문제를 해결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의 지위를 얻고, 비즈니스 
구매자의 66%는 영업 담당자가 솔루션을 
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역시 현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구매자의 37%
만이 솔루션 중심의 상호작용을 경험합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관계를 구축하려면 영업팀은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외부 영업이 크게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메일, 전화, 회의 등)에 의존하여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이 빠르고 역동적인 교류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이메일은 영업 담당자들이 영업 기회를 
포착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메일은 다소 느리고 
형식적이죠. 이메일은 대화라기보다는 거래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 가상 회의는 훨씬 더 친밀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판매 업무를 하면서 관계를 맺는 

일을 균형 있게 해내야 합니다. 보통 30분을 
기준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일정을 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는 특히 거래 주기 
초기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실제로는 유대감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 문자 메시지는 이메일보다 빠르고 
편리하며 캐주얼하기 때문에 현재 영업 
커뮤니케이션에서 '황금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는 확장성이 
없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고객 관계 관리(CRM) 
시스템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구매자는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따라서 영업 담당자와 구매자 조직의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연락의 장벽이 생기는 것이죠. 
영업은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모두 영업 
프로세스에서 제 역할을 하지만, 각 도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없습니다. 
경쟁업체와 다르게 차별화하고 싶다면, 구매자와 
협업하는 방식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긴밀한 관계는 내외부 이해 
관계자와의 훌륭한 협업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가 된다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고객의 성공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능력을 모두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적 요소를 
희생하지 않고 구매자와 신속하게 연결하고 
협업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search/salesforce-state-of-the-connected-customer-4th-ed.pdf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search/salesforce-state-of-the-connected-customer-4th-ed.pdf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search/salesforce-state-of-the-connected-customer-4th-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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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

Slack Connect는 보다 
빠르고 개인적인 영업 경험을 
지원합니다
Slack은 팀이 주제나 프로젝트에 대해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기반 메시징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 
파일, 중요한 앱 데이터가 하나의 협업 허브로 
통합됩니다.

Slack을 통해 영업 담당자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고 구매자와 신속하게 관계를 형성하여 
양측의 민첩성과 의사 결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Slack Connect를 사용하면 구매자의 조직을 
안전한 Slack 공유 채널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 담당자는 구매자 회사의 의사 결정자 
및 주요 팀 멤버와 직접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구매자의 받은 편지함에서 
이메일을 잃어버리거나 적절한 이해 관계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복잡한 이메일 체인을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중요한 질문에 답하거나 전체 
구매팀과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잠재 고객에 대한 실시간 액세스를 통해 Slack 
Connect를 사용하는 영업팀이 4배 빠른 거래 
주기를 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액세스의 이점은 양쪽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Slack Connect를 통해 구매자는 
회사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영업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공유 채널에 내부 전문가를 쉽게 추가하여 
구매자의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대한 이러한 수준의 액세스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Slack에서 
협력하는 것은 여러분과 구매자가 단지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온라인 결제 플랫폼 Stripe에서 
Slack Connect는 사전 판매부터 계약 서명 
과정까지 구매자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Stripe의 영업 담당자는 
보통 영업 초기에 회의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후에 후속 조치까지 '2배의 법칙'을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두 배로 밀어 부쳤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으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 일주일 안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Slack은 이러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속도에 
발맞춥니다.

https://slack.com/resources/using-slack/slack-connect-sales
https://slack.com/resources/using-slack/slack-connect-sales
https://slack.com/resources/using-slack/slack-connect-sales
https://slack.com/blog/collaboration/stripe-client-relationships-slack-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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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

"Slack 채널에서는 다음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아닌 잠재 고객과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Stripe의 미주 매출 및 
성장 담당 책임자인 Jeanne DeWitt Groser가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이고 꾸준한 소통은 고객 
충성도와 잔류율을 높여줍니다."

영업 담당자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서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ripe의 고객 담당 임원과 솔루션 설계자들은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장벽을 만드는 
대신 개발자, 결제 책임자, 재무 담당자와 같은 
주요 고객 이해 관계자들과 Slack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Slack 채널에서 팀은 기간별 세부 정보와 
기타 계약 질문에 대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 간 대화는 
Slack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방지하고, 긴 컨퍼런스 
콜의 필요성을 줄이고, 구매자의 조정 부담을 
덜어줍니다.

클라우드 콘텐츠 관리 회사 Box에서 Slack 
Connect는 효과적으로 이메일을 대체하고 조직 
내외부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채널 기반 메시징을 확장합니다.

"저는 Slack 채널을 열면 고객과 잠재 고객 사이의 
특별한 연락망을 갖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더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있고, 보다 규칙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메일이 
넘치는 받은 편지함에서 헤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Wayland는 말합니다. Box의 경우 Slack은 
빠른 응답 속도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평균적으로 Slack을 사용하는 팀은 고객 응답의 
처리 시간이 60% 감소합니다. 또한 양쪽이 
비동기식으로 공동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회의 횟수도 50% 감소합니다.

"이제 관계와 거래에 활력을 
띠는 시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메일을 통해서는 
이를 알기가 어렵죠. 예전에는 
직접 만나거나 문자나 전화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Slack Connect로 모두 해결하고 
있습니다.”
James Dyett
Stripe 글로벌 제품 영업 및 결제 최적화 책임자

"저는 Slack 채널을 열면 고객과 
잠재 고객 사이의 특별한 
연락망을 갖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더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있고, 보다 규칙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메일이 넘치는 받은 편지함에서 
헤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Mark Wayland
Box 최고 수익 책임자

https://slack.com/blog/collaboration/box-sales-lightning-speed-slack
https://slack.com/resources/using-slack/slack-connect-customer-success
https://slack.com/resources/using-slack/slack-connect-customer-success
https://slack.com/resources/using-slack/slack-connect-customer-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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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

Slack Connect를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 회사인 
Snowflake는 잠재 고객에게 거래 주기 내내 
고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nowflake 고객 담당 임원(AE)이 리드와 
연락을 취하고 나면, 그들은 Slack 공유 채널을 
설정하고 Snowflake와 고객 양측의 중요한 팀 
멤버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Snowflake AE는 이 
채널을 Snowflake 플랫폼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리드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엔지니어나 다른 
Snowflake 팀 멤버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아 
경쟁업체와 차별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Snowflake의 기업 고객 담당 임원인 Cedric 
Dageville은 말합니다. "고객은 우리 모두가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담당자들은 이미 구매자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뢰도는 낮고, 예산은 빠듯하며, 받은 편지함에는 
메일이 넘치죠. Slack Connect는 영업 
담당자에게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속도로 
고객과의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60% 
고객 응답을 위한 처리 시간 감소 비율

50% 
고객 담당 관리자의 고객 회의 감소 비율 

https://slack.com/blog/collaboration/snowflake-crystalizes-relationships-slack-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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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담당자에게 회사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여 구매자의 경험 향상
Salesforce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즈니스 
구매자는 연결된 경험, 즉 '같은 컨텍스트와 
정보로 무장한 영업 인력, 고객 서비스 요원, 다른 
개인과의 연합'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절반 
이상이 전반적으로 영업, 서비스, 마케팅팀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통합 전선'은 단순히 고객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객 이탈부터 신뢰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Acme Corp.의 영업 담당자는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으로부터 인바운드 리드를 얻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적 자원 관리에 이상적인 
Acme의 소프트웨어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마케팅팀에서 그 전에 영업 활용 사례에 초점을 
맞춘 상태였습니다. 리드는 이 캠페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팀은 아직 캠페인의 메시지와 가치 
제안에 대해 업데이트 내용을 영업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모범 사례 시나리오: 영업 담당자는 리드에게 
연락하기 전에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전달받고 
올바른 정보와 자산을 추적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담당자가 잘못된 사용 사례를 
제시하여 리드에게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들이 초반에 헛발질을 극복했다고 
가정해보죠. 담당자는 특정 기능을 사용자 
지정하여 소프트웨어가 구매자의 HR 사용 사례에 
더 적합하도록 하는 Acme의 기술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다음 담당자는 고객을 구현 또는 
서비스팀으로 인계합니다. 하지만 이 팀은 
자신들이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모두가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고객은 
영업 담당자와 회사를 전반적으로 불신합니다. 
영업팀은 마케팅 및 제품팀에서 고객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실망합니다. 지원팀과 
제품팀은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기대치를 설정한 
영업팀에 실망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고객만이 
아닙니다. 영업 담당자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구매를 유도했지만 나머지 팀에서 그것을 
제공할 수 없다면 영업 사원의 사기와 자신감이 
떨어져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능동적인 행동이 
줄어듭니다. 

73%
연결된 경험을 기대하는 비즈니스 구매자의 
비율
출처: “State of the Connected Customer,  
4th Edition,” Salesforce, 2020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search/salesforce-state-of-the-connected-customer-4th-ed.pdf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search/salesforce-state-of-the-connected-customer-4th-ed.pdf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search/salesforce-state-of-the-connected-customer-4th-ed.pdf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search/salesforce-state-of-the-connected-customer-4th-ed.pdf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search/salesforce-state-of-the-connected-customer-4th-ed.pdf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search/salesforce-state-of-the-connected-customer-4th-ed.pdf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search/salesforce-state-of-the-connected-customer-4th-ed.pdf


10

영업 담당자에게 회사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여 구매자의 경험 향상

54%
전반적으로 영업, 서비스, 마케팅팀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한 고객의 
비율
출처: “State of the Connected Customer,  
4th Edition,” Salesforce, 2020

거래를 성사시킬 뿐만 아니라 충성 고객을 
창출하려면 하나의 팀이 되어 판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업 담당자는 구매자에게 연결된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회사 전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리소스와 전문가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부서 간 장벽에 갇혀 있는 
경우 팀으로서 영업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이메일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장벽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중요한 요청을 받은 편지함에서 
잃어버리거나 너무나 긴 스레드에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주요 이해 관계자가 
실수로 이메일 체인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부 CRM에는 영업 담당자가 잠재 고객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거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업 
협업 도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는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 알림에 의존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보의 
무더기 속에서 헤맬 수 있습니다(그리고 채팅 
프로그램의 목적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일반적으로 영업팀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한된 사용자 라이선스와 
같은 장벽으로 인해 더 큰 회사는 CRM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영업 담당자들은 이메일을 사용했을 
때처럼 부서 간 협업 문제를 겪게 됩니다.

영업 담당자는 이해 관계자 팀을 거래 주기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서가 
거래를 중심으로 협력을 유지하면 구매자가 
기대하는 연결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lack을 통해 영업 담당자는 
빠르고 일관된 영업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Slack을 통해 회사 전체의 리소스와 
이해 관계자에게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다른 팀에게 영업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법무팀, 재무팀, 제품팀에 소속된 5명의 
다른 이해 관계자가 보내는 이메일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거래를 미룰 필요가 없죠. 또한 
엔지니어가 기술 사양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신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더 이상 기능에 대한 내용을 
잘못 전달하지 않습니다.

Slack에서는 어느 팀의 누구든 채널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빠짐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lack을 위해 설계된 수익 커뮤니케이션 
앱인 Research by Troops는 Slack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판매 조직이 모든 고객과 
잠재 고객을 위한 전용 내부 채널을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전용 채널을 통해 
영업 담당자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내부 이해 
관계자에게 즉시 액세스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해 관계자도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lack의 영업팀은 #고객-teathyme 및 #고객-
beta와 같은 모든 주요 고객 계정을 위한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채널의 기록에서 맨 아래로 
스크롤하면 회사의 규모, 거래의 잠재 규모, 초기 
연락처에 대한 초기 사전 판매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 프로세스의 후반부에 채널에는 
계약서 초안, 고객과의 협상, 거래 승인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모든 부서가 거래를 중심으로 
협력을 유지하면 구매자가 
기대하는 연결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search/salesforce-state-of-the-connected-customer-4th-ed.pdf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search/salesforce-state-of-the-connected-customer-4th-ed.pdf
https://www.troops.ai/blog/sales-slack-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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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고객을 만나야 하거나 새로운 고객 담당 
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넘겨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팀 멤버는 고객 담당 채널에 
참여하여 Slack이 고객과 상호작용한 전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투명성을 통해 조직 내부의 연결된 
경험이 구축되고 이는 연결된 고객 환경으로 
전환됩니다. IDC Research가 조사한 모든 영업 
리더는 Slack이 비영업팀과 협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Splunk의 영업팀은 Slack
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 내에서 
고객에게 통합 전선을 제공합니다.

Splunk의 글로벌 신제품 판매 담당 AVP인 
Quentin Packard는 Slack Frontiers 2020 
세션에서 "팀 영업은 특히 이러한 가상 환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Slack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lack 채널에서 스레드를 사용하면 영업팀 
멤버는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질문을 
하거나 컨텍스트를 추가하거나 피드백을 주기 

위해 메시지에서 스레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담당자가 마케팅팀의 
파트너로부터 세부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담당자는 스레드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Slack은 자신의 영업 팀원에게 연락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케팅 팀원에게도 쉽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Splunk의 글로벌 현장 지원 담당 AVP
인 Linda Page는 "회사 내 모든 사람이 Slack에 
있기 때문에 플랫폼은 경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https://a.slack-edge.com/eaf4e/marketing/downloads/resources/IDC_The_Business_Value_of_Slack.pdf
https://slack.com/blog/collaboration/splunk-sales-deals-slack
https://www.youtube.com/watch?v=cHtaf2R7L0s&list=PLWlXaxtQ7fUb2SDfCZsVdKxo5BjKDJFob&index=26&ab_channel=Slack
https://slack.com/help/articles/115000769927-Use-threads-to-organize-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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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담당자에게 회사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여 구매자의 경험 향상

"Slack을 사용하면 자신의 영업 
팀원에게 연락하는 방식 그대로 
마케팅 팀원에게도 쉽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이 Slack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인한 
경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Linda Page
Splunk 글로벌 필드 지원 부서 AVP

협업은 승차 공유 및 지상 운송 플랫폼인 Lyft 
Business의 영업팀 멤버들의 핵심 역량입니다. 
영업 담당자는 마케팅 및 IT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규 고객을 등록합니다.

Slack을 사용하기 전에는 Lyft 영업팀은 주요 
고객을 위한 맞춤형 오퍼링을 만드는 데 협력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다기능 협업 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한 포괄적인 파트너십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 어떤 팀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lack에서는 채널과 그룹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대해 배우고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Lyft의 여행 파트너십 매니저인 Tyler Lefeber가 
말합니다.

Slack에서 부서 간 팀을 통합했을 때 거래 속도가 
더 빨라진 곳은 Lyft Business뿐만이 아닙니다. 
Slack을 사용하는 평균적인 영업팀은 전체 판매 
주기가 13% 단축되고 오퍼 발행 속도가 16% 더 
빠릅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서 영업 담당자는 전체 

회사의 강점과 지식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Slack은 고객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고 오래 지속되는 고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lack을 사용하는 평균적인 
영업팀은 전체 판매 주기가 13% 
단축되고 오퍼 발행 속도가 16% 
더 빠릅니다.
출처: “The Business Value of Slack,” IDC, 2017

https://slack.com/customer-stories/lyft
https://slack.com/customer-stories/lyft
https://a.slack-edge.com/eaf4e/marketing/downloads/resources/IDC_The_Business_Value_of_Slack.pdf
https://a.slack-edge.com/eaf4e/marketing/downloads/resources/IDC_The_Business_Value_of_Slack.pdf
https://a.slack-edge.com/eaf4e/marketing/downloads/resources/IDC_The_Business_Value_of_Slac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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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담당자가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영업 담당자는 뛰어난 영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잠재 고객 및 내부팀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영업 담당자들이 이러한 내외부 
파트너십에 실제로 투자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Salesforce 조사 결과 영업 담당자는 영업 
시간의 34%만 실제 영업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견적 작성, 
승인 획득, 고객 정보 수동 입력 등 관리 작업에 
사용됩니다. 실제로 영업 사원에 따르면 영업 
담당자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말하는 
활동 5가지에는 관리 작업, 즉 이메일 관리, 연락 
대상자 찾기, 기록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영업 사원의 
고가치 작업에 방해가 됩니다. 이들은 경쟁업체를 
조사하고, 잠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잠재 
고객의 현재 솔루션에 대해 알아볼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시간은 생산성 방정식의 일부일 뿐이며, 기술은 그 
반대입니다. 현장 교육은 직원의 기술을 단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영업에서 관리자는 팀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가시성이 낮기 때문에 실시간 코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외부 영업 대화가 몇 개의 이메일로 제한되는 
경우, 영업 담당자는 외부적인 관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종종 대화를 빨리 진전시키는 
것과 그들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장벽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재택근무 현실은 이전보다 더 현장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더 이상 영업장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책상에 
들러 실시간 코칭할 수 없습니다. 개선의 기회가 
틈새로 새어 나가는 격이죠.

최고의 영업 담당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고가치 
작업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합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영업팀을 원한다면 이러한 
영업 담당자가 부각을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Slack은 영업 사원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lack은 팀의 투명성과 협업 속도를 높여 
영업팀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영업 매니저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새로운 영업 담당자를 더 빠르게 
교육시키며, 궁극적으로 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lack은 영업 담당자가 매일 사용하는 모든 핵심 
도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중앙 허브입니다. 더 
이상 한 명의 고객 기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받은 편지함, CRM, 기타 영업 지원 도구를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Slack은 수천 개의 인기 있는 
영업 도구와 통합되어 있어 계정팀은 Slack 또는 
업데이트 기회 단계에서 중요한 계정 활동을 즉시 
기록할 수 있습니다.

Slack은 Salesforce 및 HubSpot과 같은 인기 
있는 CRM과 통합되며, DocuSign 및 Highspot과 
같은 다른 핵심 도구들도 통합됩니다. Slack 앱 

https://c1.sfdcstatic.com/content/dam/web/en_us/www/documents/reports/sales/state-of-sales-3rd-ed.pdf
https://702010institute.com/702010-model/
http://www.slack.com/apps/AKGPGUFP1-salesforce
http://slack.com/apps/A9RRCCG73-hubspot
http://www.slack.com/apps/A017MJ9UREW-docusign-esignature
http://www.slack.com/apps/AEM6NTRL4-highspot
http://slack.com/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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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에 통합된 영업 담당자는 Slack에서 
나가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알림을 관리하고 
필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yft Business의 영업 담당자는 Salesforce
와 Slack을 연결하는 통합 도구인 Troops를 
사용하여 Slack에서 바로 거래 단계와 파이프라인 
대시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즉, 담당자가 Salesforce
에서 개별 거래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으며, 주요 
이해 당사자가 파이프라인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Salesforce에서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은 늘리고, 거래를 업데이트하는 
관리 작업에 할애하는 시간은 줄이고 있습니다."
라고 Lefeber는 말합니다. "담당자가 더 많은 
비즈니스 공급업체를 확보하고 거래를 더 빠르게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통합은 다른 KPI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앙 성공 지표인 
담당자의 고객 대면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HubSpot에서는 영업팀이 생산성을 높이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올바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업팀의 모든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Slack에 있기 때문에 Gong 
및 Google Drive와의 통합으로 영업 대화와 
인텔리전스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과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고객 대면 시간을 극대화하고 고객 대면 시간 
동안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면 매 
분마다 생산성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HubSpot의 최고 고객 책임자인 
Yamini Rangan가 Slack Frontiers 2020에서 
말했습니다.

통합의 진정한 힘은 자동화에서 나옵니다. Slack
의 워크플로 빌더를 사용하면 개발 리소스 없이도 
기본적으로 로봇 관리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 담당자는 바쁜 업무를 덜 수 
있죠. 여러 도구 간의 워크플로를 자동화하여 
사용자 지정 계정 대시보드에서 알림, 자동화된 
승인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몇 번만 키보드를 누르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Slack의 자체 영업팀은 Approvals Bot
이라는 맞춤형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전체 거래 
승인 주기를 표준화, 자동화, 능률화합니다. 이 
워크플로를 통해 필요한 모든 승인자가 전용 Slack 
채널로 이동됩니다. 봇은 자동으로 거래 구조, 
비표준 요청, 권한 부여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게시하고 Salesforce의 정보가 포함된 
관련 견적 라인을 게시합니다.

모든 승인 관련 상호작용은 Slack 채널 내에서 
발생하며, 원래의 승인 요청은 자동으로 사용자 
지정 이모티콘으로 업데이트되어 승인 진행 
상황을 전달합니다.

http://slack.com/apps
https://slack.com/customer-stories/lyft
http://slack.com/apps/A0T3W4EAX-troops
https://slack.com/blog/collaboration/box-hubspot-sales-teams-productivity-slack
http://www.slack.com/apps/A015UHNUHGV-gong
http://www.slack.com/services/B08GYNW6S
https://www.youtube.com/watch?v=9gWP2uc2_sE&list=PLWlXaxtQ7fUYfPypP3auJXbZLE4zQllG9&index=25&ab_channel=Slack
https://www.youtube.com/watch?v=9gWP2uc2_sE&list=PLWlXaxtQ7fUYfPypP3auJXbZLE4zQllG9&index=25&ab_channel=Slack
https://slack.com/blog/productivity/automate-tasks-in-slack-with-workflow-builder
https://slack.com/blog/transformation/sales-team-automated-deal-approval-in-s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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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춤형 워크플로 덕분에 영업 거래의 80% 
이상이 Salesforce 대신 Slack에서 바로 승인되고 
있습니다. Approvals Bot은 거래 주기를 

70% 단축했습니다. 앱이 제공하는 템플릿과 
자동화만으로도 영업팀은 수백 시간의 일괄 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Slack 애플리케이션과 자동화는 영업 
담당자가 고객을 상대할 때 가장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 줍니다."라고 Wayland는 Slack 
Frontiers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의 
시각과도 일치합니다. Slack 사용자의 87%가 
플랫폼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87%
Slack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한 
사용자의 비율
Source: “The Future of Work Study,” Slack, 2018

업스킬링 영업 담당자의 경우, 중요한 것은 
협업입니다. 어떤 영업 관리자도 즉각적인 코칭 
기회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Slack은 팀이 
거래에서 배운 내용(승리 또는 실패)을 능동적으로 
공유하고 시장 전반에서도 모범 사례와 전략에 
완벽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모든 영업 담당자가 배움으로 
발전하면 팀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서로 지도하고 
배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고객 서비스 플랫폼 Zendesk의 영업팀은 여러 
전용 채널을 활용하여 이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누군가가 큰 거래를 마무리하면, 그들은 
성과를 #winwire에 게시하여 팀원들이 서로 
축하하고, 승리 전략을 공유할 기회를 갖습니다. 
#거래관련질문에서는 수익 운영팀이 재무 관련 
질문에 답하고 #멋진고객들에서는 팀원들끼리 
흥미로운 사용 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투명성이 강화된 덕분에 영업팀의 86%가 Slack
과 다른 도구를 통해 주요 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더 쉽다고 답했습니다. Slack을 사용하면 
협업이 기본 업무 방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함께 승리하게 되죠.

이러한 투명성과 협업 환경을 통해 신규 직원과 
전환 담당자를 훨씬 더 쉽게 온보딩할 수 
있습니다. Slack은 모범 사례, 프로세스, 고객 담당 
관계를 문서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누적된 
정보 소스를 만듭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gWP2uc2_sE&list=PLWlXaxtQ7fUYfPypP3auJXbZLE4zQllG9&index=25&ab_channel=Slack
https://www.youtube.com/watch?v=9gWP2uc2_sE&list=PLWlXaxtQ7fUYfPypP3auJXbZLE4zQllG9&index=25&ab_channel=Slack
https://slack.com/blog/transformation/trust-tools-and-teamwork-what-workers-want
https://slack.com/customer-stories/zendesk
https://a.slack-edge.com/eaf4e/marketing/downloads/resources/IDC_The_Business_Value_of_Slac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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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담당자가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이 정보를 Slack 채널로 가져옴으로써 신입사원과 
전환 담당자는 영업 주기를 빠르게 단축하고 
첫날부터 고객과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문서를 받기 위해 동료를 괴롭히거나 포워딩된 
이메일 체인을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 
담당자가 팀과 계정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즉각적인 액세스 덕분에 Slack을 사용하는 
팀은 전체 직원 생산성을 24%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Splunk는 Slack을 사용해 온보딩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합니다. Slack 채널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Splunk의 새 멤버는 메시지, 
파일, 채널, 그리고 작업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Slack을 사용하는 팀은 온보딩 
속도가 24% 빨라지고 직원 
생산성이 24% 빨라집니다.

"Splunk 팀에 새로 합류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Slack에 누적된 지식과 부서 간 
파트너 생태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라고 Page
가 말합니다. "적절한 Slack 채널에 참여하면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팀 멤버를 Slack 채널로 끌어들여 그들이 질문을 
하고, 동료의 질문을 보고, 생태계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업 담당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치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작업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구축해야 합니다. 
Slack을 통해 영업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관리 작업을 봇에 위임하고 내부 전문가로부터 
신속하게 학습하여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https://a.slack-edge.com/eaf4e/marketing/downloads/resources/IDC_The_Business_Value_of_Slack.pdf
https://a.slack-edge.com/eaf4e/marketing/downloads/resources/IDC_The_Business_Value_of_Slack.pdf
https://slack.com/blog/collaboration/splunk-sales-deals-s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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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영업 방식: 영업 담당자의 
지원
새로운 영업 방식은 그 어느 때보다 솔루션과 
관계에 좌우됩니다. Slack은 영업 담당자가 
관리와 조정에 집중하는 대신 잠재 고객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하며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고객을 돕는 것은 새로운 영업 방식입니다."라고 
Rangan은 말합니다. "Slack에서는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과의 소통이 매우 드물죠. Slack을 
여러분의 경쟁 차별화 요소로 삼으세요.

Slack이 영업 담당자와 영업 관계 개선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Slack 
영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slack.com/contact-sales?campaign=7013a000001rIdIAAU
https://slack.com/contact-sales?campaign=7013a000001rIdIAAU


Slack 정보
Slack은 일을 더 간편하고 즐겁고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Slack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을 위해 
관련 있는 사람, 정보, 도구를 결합한 채널 기반 
메시징 플랫폼입니다. 

FTSE 선정 100대 기업에서부터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Slack을 통해 
팀과 소통하고, 시스템을 통합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제품 및 
기능 등의 개발, 릴리스 및 시기는 Slack의 단독 재량으로 결정되며 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