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자동차 산업에서는 정보통신(IT) 분야와 달리 혜성처럼
등장한 신규업체가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여 기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모두 빼앗아 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오히려
국가별/시장별로경제력에맞는브랜드선호와고객니즈가존재하여,

여러자동차업체의제품이공존할수있는구조라여겨졌다.하지만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자동차
업체에게도 새롭게 변화하는 고객의 삶에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가치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 기존의 것을 재배치하는 일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요소가되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 자체뿐 아니라
제품을 공급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의 48%는 고객의 다양한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1) 특히 자동차 브랜드는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나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그림 1).

통계적으로 고객의 10% 정도만이 차별화되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기업 직원
중 80%는 자사가 경쟁사보다 차별화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2) 그만큼 고객들은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동차 업체에게 경쟁사 또는
경쟁 산업과 차별화된 디지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게되었다.

본고에서는 최근 자동차 업계의 디지털 고객 경험 관리
방향과 국내외 다수 기업들이 사용 중인 세일즈포스
(Salesforce) 솔루션을 통한 고객 경험의 혁신 기회,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할것이무엇인지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고객경험이의사결정에미치는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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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53%는 차별화된고객경험
서비스를제공받았을때, 보다가치
있는서비스를받았다고느끼며, 이에
대한대가로고객정보를기꺼이
제공하고자함

10%
⚫ 소비자의 10% 정도만이기업으로부터
차별화되고우수한제품과서비스를
제공받고있다고생각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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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차별화되고우수한제품과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고생각함

차별화된서비스를위한정보제공의향

일부소비자만체감하는차별화된서비스

많은기업이제공한다고생각하는
차별화된서비스

1) Deloitte Analysis 2020
2) Ibid.
3) Ibid.

그림 1.

고객경험중요도3)

⚫ 제품구매결정에브랜드이미지가
미치는영향은점차커지고, 브랜드
이미지의 48%는 고객의경험에의해
형성됨



둘째, 동일한 고객이라도 고객 여정 단계별로 다른 니즈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동차 회사는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 측면의 통합적인 고객 View를 확보하여
단계에따라차별화된고객경험을제공하려노력하고있다.

셋째, 접점에서의 고객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타겟 마케팅,

개인화 서비스, 콘텐츠 제공 등)와 지원 업무(기획, 분석,

성과관리등)가구분없이하나의 Flow로통합운영되고있다.

넷째, 기존의 차량 중심(Asset-centric)에서 고객 중심
(Customer-centric)으로 인프라를 통합하고 조직을
재구성하고 있다 . 고객 경험이 일어나는 전체 과정을
통합하려는 취지로 운영 조직뿐 아니라 제품개발, 마케팅, 영업
등 관련 부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으며, 마케팅 영역에 딜러,

쇼룸, AS센터까지 많은 고객 경험이 일어나지만 관리가 쉽지
않았던 영역까지 시스템으로 자동화하여 선제적인 고객 관리
활동을수행하려노력한다.

이렇게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솔루션보다
넓은 개념으로 마케팅―세일즈―사후관리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고객 경험 관리 플랫폼(CX Platform)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이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반으로 마케팅부터
커머스까지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세일즈포스의 솔루션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 딜로이트 컨설팅도 국내외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일즈포스 솔루션
기반의 프로세스 개선, 구축, 변화관리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고객경험관리방향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증가, 부서간(Cross-Functional) 협업 통한 사업 운영,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고도화 및 자동화, 고객
중심인프라통합및조직구성

소비자의 차량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의 증가 ,

옴니채널(Omni-channel)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인화된
경험에대한요구,자동차구매 결정시간이감소하기를원하는
니즈에 맞추어 고객 경험 측면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동차 업체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의 통합 고객
View를 구성하고 , 이를 통해 얻어진 인사이트로 보다
직접적으로 고객을 관리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인프라와
조직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요약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 디지털 채널의 활성화로 기존의 완성차
업체(OEM)―딜러(Retail)―고객(Customer) 3자 관계에서,

OEM―고객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는 구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차량의 탐색부터 구매, 이용, 사후관리까지
전체 고객 여정(Customer Journey) 단계에서 일관성을
갖추고 최신 트렌드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자동차
업체에게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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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객경험플랫폼(CX Platform) 기반의 Eco 시스템 1)

1) Deloitte Analysis 2020



세일즈포스솔루션을통한고객경험혁신기회

미래 비즈니스를 고려한 통합 고객 인식 기반 구현, 모든 접점에서 일관된 고객 인식 및 서비스 제공, 다양한 비즈니스 조건 대응,

플랫폼구현―확산용이,시장및기술 변화에빠른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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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loitte Analysis, 2020

그림 3.

고객경험플랫폼(CX Platform) 기반의고객경험관리 1)

자동차 회사는 세일즈포스 솔루션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의
고객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고객을
육성(Nurturing) 할수있다.

이를테면, 고객 DB 구축으로 일관된 고객 인식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전사 공통된고객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고객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통합 ID(One ID)를 통해 모든
접점에서일관되게고객을인식할수 있으며,기존 차량구매자
중심에서 실제 사용자로, 비(非)식별 고객 정보를 인지 정보와
결합하는 등 미래 신규 비즈니스를 고려한 고객관(關)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접점에서의 고객 경험을 연결시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시점,채널, 메시지를최적화할수있다.

커뮤니케이션 시에는 미리 정의된 시나리오에 따라 준비된
내용을 최적의 타이밍에 자동으로 전송하고, 피드백에 따라
자동적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 규칙 (Rule)을
최적화시켜가면서 통합적인 VoC(Voice of Customer)

관리까지수행할수있다.

SaaS(Software as a Servic) 기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시장, 기술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경우 국가별 다양한 판매 방식에
맞도록 시스템 연계 지원이 가능하고, 다양한 3rd Party

플랫폼과 연계하여 신규 비즈니스에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다.

일원화/표준화된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솔루션 품질과 보안
관리가 용이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향상된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 보안정책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세일즈포스솔루션의성공적도입을위한고려사항
솔루션도입목적명확화,솔루션기능 및제약사항이해,솔루션도입및운영비용검토,적극적인변화관리활동

이렇게 설계된 세일즈포스를 도입하더라도 막상 현장에
정착시키지 못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어느 순간부터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도입 목적과 그에 따른 제약사항을 확실하게
세팅하고, 모든 관계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꾸준한변화관리노력이필요하다.

솔루션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멤버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비전과 전략이 정해지면
마케팅, 영업, 서비스 등 일상 업무에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솔루션에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결정하는
활동을전개해나가야한다.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필요한데 기능이나 제약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면 ,

기본(Standard) 기능외추가적인(Custom)개발이증가하여
시스템이 복잡해진다. 결국 시스템의 안정과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고, 유지보수 또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는
솔루션 설계자나 개발자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내는 현업 담당자에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있다.

솔루션을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성과 지표(KPI)도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 대시보드 (D as h b oar d )나
리포트(Report) 형식으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천 데이터가 먼저 수집/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사업
전개(해외법인 Roll-Out)를 고려한다면 국가별로 데이터
저장에 대한 물리적 위치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허용하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련한
법/규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러시아 등과 같은 경우는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수립이필요하다.

도입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한데 기존
온프레미스(On-Premise) 마이그레이션 비용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회선 비용, 보안 비용, 라이선스 비용 등과 같이
숨겨진 비용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시스템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나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방식이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으니 도입 전에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한다.

끝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워크플로우를 변경할
경우에는 항상 현장의 저항이 발생한다. 딜러가 영업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UI(사용자환경)/UX(사용자경험)가 익숙하지 않아 현업의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필요한 최신 데이터가 정확히
입력되고 분석/활용되어야 솔루션 활용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 솔루션 구축 라이프사이클에 맞춰서 단계적인
변화관리활동도반드시수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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