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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를위한채팅상담센터



튜링CCC는기존챗봇상담의문의응대한계에서벗어난솔루션으로

24시간가능한간편응대및 Smart한답변이가능한 AI 인공지능챗봇융합형채팅상담솔루션입니다.

카카오톡(추후다양한플랫폼제공예정)채팅플랫폼연동을통해고객과의상담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며, 

직관적인인터페이스제공과통계및모니터링을통해상담사의업무효율성을극대화시킬수있습니다.

서비스개요

채팅상담센터튜링CCC를소개합니다.



상담사의생산성을향상시키는 Chatbot

상담톡(=채팅상담)을통해고객응대를하고있던중 하루에 100건의문의가들어왔었다고하면

챗봇을도입한후에문의가 50건으로줄었습니다. 배송, 교환, 단순문의등의비율을초기도입만으로 50%가줄었기에 장기

적으로답변의성공률이올라간다면 60~70%까지도사람이응대하는문의를 줄일수있습니다.

* 고객사의챗봇도입후3개월운영한결과의통계 (2019.01)

40%
[ 챗봇전환비율 ]

전화문의후ARS를통해챗봇으로전환되는비율

[ 단순문의해결비율]

챗봇에서단순한문의를해결해주는비율

10-15%

서비스개요



콜센터

1 : 1

채팅센터

2-3 : 1

챗봇 + 채팅상담센터

50%이상생산성향상

상담사의생산성을향상시키는 Chatbot

콜센터의경우 <1:1>로상담사가묶여있는반면, 채팅센터의경우 <2~3 : 1>로응대가가능합니다.

단순문의에대한것만챗봇이도와줘도 50% 이상의상담원생산성향상효과가있습니다.

서비스개요



서비스구조도



상담사가근무하지않을시간대의

일반적인상담및간단한고객응대는

챗봇내에서손쉽게해결이가능합니다.

Full 24시간상담가능

구글의머신러닝인공지능기술을

사용하여고객문의에좀더완벽하고

smart한응대가가능합니다.

Smart한응대가능

기존상담시스템의단순및반복되는

비효율적인작업을줄이고

상담사업무의효율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상담사업무진행률향상

튜링CCC의간편하고전문적인

상담인터페이스를통해

좀더명확하고시간대비속도있는

일처리가가능합니다.

상담사에게최적화된 UI 인터페이스

카카오톡(추후여러플랫폼제공예정)의

채팅사용량, 문의량, 상담요청시간대를

파악할수있어상담사의원활한

업무분배에용이합니다. 

통계및모니터링기능제공

대기업및글로벌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작업으로부터습득한

내공및다수의경험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비즈니스기술력

고객상담,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등

다양한산업분야에서

수많은챗봇을만든경험과기술력을통해

기업에게최적화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합니다.

다양한분야에서의활용가능성

주요기능



• 상담모니터링 : 전체상담건수, 처리율, 종료시간, 투입상담사인원등을나타냅니다.

• 상담사개인실적 : 채팅종료시간, 근무시간등개별적인실적을나타냅니다. 

• 크레딧현황 : 현재잔여크레딧, 지난달사용크레딧, 이번달차감예정크레딧, 결제내역조회가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 튜링CCC의공지사항을나타냅니다.

• 상담요청집중시간대, 카테고리 : 상담요청집중시간대와플러스친구별카테고리 (문의, 상담사배치)비율을나타냅니다.

• 메뉴바로가기 : 각메뉴에대한설명과바로가기기능을제공합니다.

대시보드

상담 모니터링 크레딧 현황

상담요청 집중 시간대

카테고리 통계

주요기능



고객 상담 상담 넘기기

• 상담및차단이력 : 고객과의상담한이력과, 차단이력조회가가능합니다.

• 필터링기능제공 : 욕설, 비방용어등을필터링하여원활한상담환경을제공합니다.

• 실시간고객상담 :상담목록, 상담중메모, 상담사상태변경(휴식, 상담, 종료) 기능을제공합니다.  

• 상담넘기기 :카테고리별또는랜덤배정이가능합니다.

고객상담

주요기능



멤버별 권한 관리 플랫폼 연동 계정 관리 결제 내역

라이센스 관리

• 멤버권한관리 : 멤버의추가및삭제가가능하며, 각멤버별로권한부여가가능합니다. 

• 이용상품조회 : 이용하고계신상품조회가가능합니다.

• 라이센스관리 : 상담사추가및삭제, 활성화및비활성화, 지불예정금액확인이가능합니다.

• 결제 : 결제상세내역조회가가능합니다.

• 플랫폼연동계정관리 : 카카오톡플러스친구등록이가능합니다. (추후다른플랫폼제공예정)

매니저

주요기능



상담사 배정 카테고리 수정 카테고리 ON/OFF 및 미리보기

• 상담사배정 : 각카테고리에해당상담사를배정할수있습니다. 

• 카테고리수정 : 카테고리의추가및삭제, 수정이가능합니다.

• 카테고리 ON/OFF : 카테고리를 On, Off할수있으며, 카테고리에입력될메시지를등록합니다.

상담카테고리

주요기능



이제고객응대부터마케팅까지챗봇상담솔루션으로다양하게관리할수있습니다. 

고객응대형 서비스형 콘텐츠형 마케팅형

주문및예약, A/S 접수등

고객문의응대를해결해주고고객에게

필요한정보와서비스를안내합니다. 

챗봇내에서해결되지못한응답은

상담사의연결이가능한서비스입니다.

사내업무시스템이나각종사내제도등

기업및서비스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 

사용자와관리자가실시간으로채팅을

할수있습니다. 또한제품이나서비스

이용안내를제공하며음성봇으로도

제작이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운세나타로, 미디어, 

방송안내등재밌는요소거리를

제공하고유저를확보한후

상품구매나 APP으로유도를하는

방안으로활용됩니다.

챗봇으로사용자와커뮤니케이션하며

다양한이벤트를홍보할수있습니다. 

퀴즈, 추첨, 이벤트프로모션뿐만

아닌신제품홍보, 서비스/상품정보도

제공할수있는서비스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셀리턴, 대성쎌틱, 
요기요사장님스마트센터, 라이나생명

삼성물산에버랜드빅스비 2.0, 
Dunkin Donuts, CJ E&M tvN챗봇

너.입.맛! 너의입맛은, 
연애운세챗봇호호, 영화퀴즈챗봇무무, 

운세봇

LG유니참 SOFY, 한국관광공사,
Baskin Robbins, LG TwinWash, Mercedes-

Benz Korea

대표챗봇 대표챗봇 대표챗봇 대표챗봇

서비스이용범위



고객사자세히보기

튜링CCC는60개이상의대기업및공기업, 스타트업과함께걸어왔습니다.

고객사

https://cloudturing.com/usecase?utm_source=turing_site&utm_medium=pdf&utm_campaign=turingccc_pdf_site
https://cloudturing.com/usecase?utm_source=turing_site&utm_medium=pdf&utm_campaign=turingccc_pdf_site
https://beta.cloudturing.com/partners.html


서비스런칭일 : 2018.04

셀리턴챗봇

레퍼런스소개



2017 스마트미디어 대상 방송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수상이력

서비스런칭일 : 2017.11

tvN챗봇

레퍼런스소개



에버랜드빅스비 2.0

서비스런칭일 : 2019.05

레퍼런스소개



배스킨라빈스챗봇

서비스런칭일 : 2019.01

레퍼런스소개



회사명 꿈많은청년들

대표 정임수

주요서비스 TuringCCC, TuringBot등

주요사업 챗봇제작및채팅상담센터운영

설립일 2015년05월18일

직원수 15명

주소 서울시마포구양화로15길12, 4F 401호

홈페이지 회사공식사이트

제안사소개

https://www.dreamyoungs.com/?utm_source=turing_site&utm_medium=pdf&utm_campaign=turingccc_pdf_site


㈜꿈많은청년들은카카오i오픈빌더공식파트너사이며구글클라우드플랫폼대한민국공식파트너사입니다.

카카오톡의챗봇인터페이스를우선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개발하고있으며,

구글 AI(머신러닝)과 GCP 서비스도입을위한기술지원파트는국내에서유일합니다.

또한, Facebook (FB start) 글로벌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에서전세계유망기술스타트업에선정되었으며

AWS와 Dropbox 등의다양한지원을받고있습니다.

제안사소개

https://www.dreamyoungs.com/news/984
https://www.dreamyoungs.com/news/952
https://www.dreamyoungs.com/news/905
https://www.dreamyoungs.com/news/984
https://www.dreamyoungs.com/news/984
https://www.dreamyoungs.com/news/984
https://www.dreamyoungs.com/news/984
https://www.dreamyoungs.com/news/822
https://www.dreamyoungs.com/news/905
https://www.dreamyoungs.com/news/984


* 카카오정책에따라과금이추가될수있습니다.

- 실시간채팅상담가능

- 상담사별카테고리배정

- 실시간상담모니터링

- 필터링및차단기능제공

- 상담및챗봇통계제공

Basic

월 15,000 원
(VAT 별도)

Coming Soon
Coming soon Coming soon

/계정당

요금제안내



상담사를위한채팅상담센터

서울마포구양화로15길12, 401T.070 7012 4230 공식사이트바로가기

https://cloudturing.com/?utm_source=turing_site&utm_medium=pdf&utm_campaign=turingccc_pdf_site
https://cloudturing.com/?utm_source=turing_site&utm_medium=pdf&utm_campaign=turingccc_pdf_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