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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운영 비용 최적화

전문 상담사 인력 보유

비대면 비즈니스 상황에서 고객 문의 및 상담이 늘어남에 따라

카카오 i 커넥트 센터는 유베이스와 함께 AI고객센터의

고객 상담 센터 운영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전문 상담 인력 서비스를 지원하여 고객사 자체 상담원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듭니다.

최신기술 적용

AI 및 클라우드 기술 기반 고객센터

고객 상담 분야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싶지만,

경쟁력 있는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 여정 관리

전문 분야를 적용할 수 있을 내부 기술 인력이 미비하거나,

전체 프로세스의 접점인 고객 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투자 비용이 크게 느껴집니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인력 구인난

저비용 고효율 프로세스 수립

전문성 있는 상담원 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객의 업종, 예산, 상담 건수 등에 최적화된 개별 맞춤형

신규 상담원을 고용하더라도 상담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센터 운영 비용을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고객센터 플랫폼

STT(음성인식), TTS(음성합성) 등 핵심적인 AI 인식 요소기술을 기반으로 챗봇과 콜봇,

카카오 i 커넥트 센터

상담사 보조봇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컨택센터 솔루션입니다. 전화, 문자, 채팅 등 다양한 접점에서

기대 효과

옴니채널을 지원하는 카카오 i 커넥트 센터

자연스러운 대화와 함께 고객의 이용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24시간 365일 고객 응대 가능
챗봇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로 고객만족도 증대

상담 채널 통합 관리
전화, 문자, 채팅 등 다양한 접점 관리

상담원
채팅

콜센터 업무환경 개선

SMS

전화

프로세스 효율화 및 업무 부담 절감
고객

자연스러운 대화 처리

이메일

웹/앱

DFLO 기술* 적용
영상

상담 보조봇

* Dual, Deep Learning,
Dialog를 뜻하는 ‘D’와 ‘Flow’의
합성어로, 맥락과 순서에 구애
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AI 솔루션

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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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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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노하우, 고도화된 기술력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운영 모델과 고객센터 구축부터 서비스까지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고도화를 실현합니다.

빠른 도입과 낮은 투자 비용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경험 향상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선택이 가능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AI 인식 기술을 통해 신속하고

비즈니스 상황 및 환경 변화에 맞춰 컨택센터를

정확한 고객 응대가 가능하며, 상담원이 적절한

확장 및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콜센터 업무환경 개선

카카오톡 연계를 통한 고객 접점 관리

24시간 365일 고객 지원 가능하며, 콜센터 업무가

전화음성봇 통화 전ㆍ후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정보 전달 및

몰리는 월말이나 시간대에 상관없이 대기없는

확인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로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통해,

유연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향후 마케팅 채널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서비스 유형

산업별, 분야별, 고객별로 필요한 서비스 유형에 알맞은 맞춤형 고객상담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AI봇 서비스

AI봇 + 상담사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합니다.

AICC 토털 서비스

상담사 연계 없이 AI봇(콜봇 및 챗봇)을

AI봇(콜봇 및 챗봇)과 상담사가 유기적으로

클라우드 컨택센터 서비스와 최신 AI기술이

이용한 고객 상담 업무 프로세스를

연계되어 고효율의 고객 상담 업무를

결합하여 개별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합니다.

지원합니다.

고객센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업무자동화ㆍ콜 변동성 대응ㆍ상시 응대

업무자동화ㆍ처리율 향상ㆍ매출확대

토탈서비스ㆍ멀티채널ㆍ커스터마이징

• AI 콜봇 및 챗봇을 이용한 인바운드 업무

• AI 콜봇 또는 챗봇이 상담을 보조하여

• AI 기술과 완벽히 통합된 멀티채널

• PDS & AI 콜봇을 연계한 아웃바운드 업무

상담 업무 처리율 향상
• 고객센터를 통한 연계상품 판매 가능

(카카오톡/이메일/채팅 등) CS 플랫폼
• AI기술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고객센터 업무 효율화 달성

카카오 i 커넥트 센터의 서비스 유형별 이용 가격은 contact@kakaoenterprise.com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 견적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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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최신 ‘AI기술’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지능형 컨택센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베이스 U CONNECT
Omni-Channel

카카오엔터프라이즈 Kakao i Connect Center

Telephony

Voice Bot

인바운드

Chat Bot

아웃바운드

CS문의

주문/예약

CALL

음성 엔진
PBX

SMS

Agent Assist

ACW Bot

실시간 답변 추첨 리스크 알림

요약/분류

자연어 처리 엔진
대화 구성 Builder

VoC 분석

IVR
검색 / 추천

CHAT
CTI

고객

상담 지식 검색

답변 추천

검색 플랫폼

지식 그래프

데이터 플랫폼

개인화 플랫폼

WEB/APP
Business Insight

REC
상담 Tracking
유형별 고객반응

Email

BI/대시보드
의사결정 참고 지표

고객 발화 패턴
봇 성능 변화

PDS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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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관리자

실시간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대를 지원

업무에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목표 도출을 지원

고객 대시보드 예시

국내 최대 고객센터 구축•운영 기업인 유베이스와 협력하여 기존 상담원 및 AI 상담원의 지점 및
부서별 AI 상담 처리현황을 한 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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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 H백화점

H백화점은 명절 선물 배송 기간 동안 유베이스 • 넥서스와의 협력을 통한
카카오 i 커넥트 센터를 활용하여 콜센터 업무가 몰리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유연하고 효율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입 효과
AI 음성봇 전화 성공율 95%를 달성
자연스러운 음성과 정확한 음성인식으로
효율적인 업무 지원

선물 수령인 확인

00:06

콜센터 업무환경 개선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는 명절 기간 동안
상담사 업무 과중 방지

안녕하세요, OO백화점 명절
선물 배송 안내드립니다.
‘김자현’ 고객님 맞으신가요?

배송 주소지 확인 및 변경

00:21
배송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
시 분당구 판교역로 234
에이치 스퀘어 N동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으신가요?

해당 기업이 운영 중인 카카오톡 채널 연계로
마케팅 고객 DB 확보

AI 음성봇을 위한 콜 인프라 및 상담 자원
넥서스의 검증된 IPCC인프라와
유베이스의 풍부한 상담인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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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9
배송일자는 [9월 15일]
괜찮으신가요?

어, 그날 안되는데?
9월 20일에는 안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연계

배송일자 확인 및 변경

아, 거기는 회사고요,
집으로 받고싶은데요?
‘김자현’ 고객님께
‘홍길동’ 고객님께서 추석
선물을 보내셨어요.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를 말씀해주시겠어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23이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23]
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0일]은 배송이 어려
워요. 상담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OO 백화점
상담원 김OO입니다.
9월 20일로 요청하셨는데,
그날은 연휴 기간이라서
배송이 어렵습니다.
혹시 17일 수령 괜찮으실까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x 유베이스

AI고객센터

유베이스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AI고객센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인프라 및
만 명 이상의
전문 상담사 인력 보유

국내 최고의 AI 기술을 보유한
AI 컨택센터 선도 기업

산업군별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검증된 AI봇(콜봇 및 챗봇 등)
지원으로 콜센터 업무 환경
효율화

다양한 협력을 통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경험

고객 상황에 최적화된
차세대 운영모델 제시

AI기반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인사이트 제공

고객 데이터의 end-to-end
관리를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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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프라이즈

유베이스 • 넥서스커뮤니티

031-600-1000
contact@kakaoenterprise.com

02-3458-4260
sales@nex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