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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개발자 컨퍼런스 
DevCon은 심층 세션, 특별 관심사에 
관한 미팅, 일대일 컨설팅은 물론 
FileMaker, Inc. 직원 및 FileMaker 
플랫폼의 숙련된 개발자와 친분을 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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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00명 이상의 FileMaker 전문가
들이 모이는 가장 가치있는 단일 모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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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이 eBook은 Ronnie Rios가 2017 
FileMaker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연
설인 “피해 최소화 전략: 최악의 고객을 상대
하게 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Scott은 Scott Howard 컨설팅의 대표이며 
20년 이상 FileMaker Platform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Scott Howard Consulting은 지역 변호사 
사무실을 위한 수직적 시장 관리 App을 개
발하고 있는 FBA 플래티넘 회원사이며 그
의 클라이언트는 미국 내 다양한 업계에 걸
쳐 있습니다.

https://community.filemaker.com/docs/DOC-8276
https://community.filemaker.com/docs/DOC-8276
https://community.filemaker.com/docs/DOC-8276


이제 걱정은 끝

개발자는 모두 고객 서비스 업계에 종사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클라이언트’용 
App을 개발하거나 ‘내부 클라이언트’(최
종 사용자 또는 관리자)와 함께 작업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은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하고 성
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항상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4

고객이 최악의 고객 서비스 경험을 공유할 확률은 좋은 경
험을 공유할 확률보나 2배나 높습니다.

또한 고객이 경쟁사의 제품을 구입할 확률은 해당 문제가 
가격이나 제품과 관련된 경우보다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가 
4배 더 높습니다.

하나의 부정적인 서비스 경험을 만회하려면 긍정적인 서비
스 경험이 12번이나 필요합니다.

출처: 세일즈포스 블로그

https://www.salesforce.com/blog/2013/08/customer-service-sta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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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부정적인 경
험을 개선하기 위한 
5단계

01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
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결국 목
적은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다투거나 서로 피하
게 되는 것은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
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
지는 이러한 행복 외에는 최소한의 발걸음도 내
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모든 행
동에 대해 동기가 되며,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
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 Blaise Pascal, 
Pensées, VII.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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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빠르게 대응하기

해결 시간(meantime to resolve: 
MTTR)이라는 측정법은 고객 서비스를  
측정하는 단위이며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
터 문제를 해결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합
니다.  

또한 고객과 연락하는 데 걸린 시간과 그
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문제를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고객은 서비스에 불만족할 확률
이 높습니다.

문제에 대처하는 시간은 직접적으로 고객 만족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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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inkhdi.com/~/media/HDICorp/Files/Library-Archive/Insider%20Articles/mean-time-to-resolv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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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자르기!

가능한 한 빨리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전화
하여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고 싶다
는 의사를 표명하십시오.  

상대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음성 사서함
에 긴 메시지를 남기는 대신 문제나 불만
족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짧은 메
시지 또는 이메일을 남기십시오.

빠른 대처 준비하기

심호흡을 하십시오 

문제에 대해 조사하십시오 

직원들과 대화하십시오 

선택사항을 고려하십시오 

클라이언트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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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문제에 대응하는 경우 
효과적인 대응보다 빠른 대응
이 중요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는 효과적이
지만 느린 해결책을 제시한 업체보다 효과
적이진 않지만 빠르게 문제에 대응한 업체
를 추천했습니다. 

놀랍게도, 효과적이지만 느리게 대응한 경
우는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경우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한 고객이 업체를 추천할 확률:

33%  

17%   

19%  

출처: Harvard Business Review - Turn Customer Care into 
“Social Care” to Break Away from the Competition

효과적이지 않지만 빠르게 대응
을 한 경우

효과적이지만 느리게 대응
을 한 경우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경우

https://hbr.org/2012/12/turn-customer-care-into-social
https://hbr.org/2012/12/turn-customer-care-into-social
https://hbr.org/2012/12/turn-customer-care-into-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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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경청하기

2012년 MIT는 ‘경청이 상대에게 부여하
는 힘’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갈등을 겪는 그
룹을 화해시키고 상대 그룹을 더욱 잘 이
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갈등 해결 프로그램
을 수립한 조직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권력이 낮은 그룹
의 경우, 마음을 여는 데 가장 큰 장벽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될 것이라는 생각이었
습니다.

갈등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중요한 것도 
바로 경청입니다…. 

— Studs Terkel, 
미국 작가, 역사가,  
배우 겸 방송인

“ “
출처: Paula J. Caplan 박사, “경청의 놀라
운 힘: 존중하고 경청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2011년 4월 1일, Psychology 
Today Online

https://www.psychologytoday.com/blog/science-isnt-golden/201104/the-astonishing-power-listening.
https://www.psychologytoday.com/blog/science-isnt-golden/201104/the-astonishing-power-listening.
https://www.psychologytoday.com/blog/science-isnt-golden/201104/the-astonishing-power-listening.
https://www.psychologytoday.com/blog/science-isnt-golden/201104/the-astonishing-power-listening.
https://www.psychologytoday.com/blog/science-isnt-golden/201104/the-astonishing-power-listening.
https://www.psychologytoday.com/blog/science-isnt-golden/201104/the-astonishing-power-listening.https://www.psychologytoday.com/blog/science-isnt-golden/201104/the-astonishing-power-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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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가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경청입
니다

클라이언트가 방해받지 않고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면,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편
하게 하는 것은 물론 문제를 해결하려는 
업체의 의지도 강하게 내보일 수 있습니
다. 고객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시
간을 가지고 적절한 질문과 답변으로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시간을 가진 후 문제 해결 단계로 
진입하기 

말하는 도중 끼어들지 마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적절한 질문을 하십시오 

관심을 보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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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책임질 부분 정하기

갈등이 발생하면 보통 양측은 실수에 대해 
서로를 비난합니다. 양측은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의견 충돌이 더욱 
고조되며 결국 양측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발을 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는 방법은, 구성원들이 
해당 문제에서 자신이 책임질 부분을 정하
는 것입니다. 

비난이 합당한 경우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룹 문제인 경우, 해당 문제의 일부를 책임지십시오 

정직하고 투명하고 진실된 태도로 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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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힘 

영국 노팅엄 대학교 경제학과의 연구자들은 
eBay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한 독일 도매업
체의 웹 사이트에 고객이 게시한 불만사항을 
조사했습니다.   

이 업체는 불평 게시글의 절반 정도에 짧은 
사과의 메시지가 포함된 답글을 달았고 고객
에게 불만사항 게시글을 지워줄 것을 요구했
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경우, 불만사항 게시글을 지
우는 것을 조건으로 소액의 현금을 제공했습
니다. 사과를 받고 불만사항을 지운 고객은 
약 45%인 반면 현금을 받고 불만사항을 지
운 고객은 불과 2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리뷰나 불만사항을 지운 고객의 비율:

45%  

21%    

사과를 받은 고객

보상금을 받은 고객

출처: 대기업, ‘사과의 힘’

http://www.theconglomerate.org/2009/10/the-power-of-an-apolog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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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치까지 취할 용의가 있습니까?
헌신 수준 고려해야할 사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합니까?
불만사항이 타당합니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까지 취할 
용의가 있습니까?

무료 활동 
금액 환불 
제품 또는 서비스 무료 제공

선택사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 일정을 빠르게 계획하십시오.

다른 접근 방법이 있습니까? 
해당 문제를 추후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지도 훼손 
매출 손실 
추후 법적 소송

4단계:
계획에 전념하기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에 전념하도
록 중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없다
면, 갈등이 발생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협
상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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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실행하기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경청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작업 결과를 위해 함께 
작업에 전념한 후에는, 문서화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행동하고 사전에 동
의한 계획에 맞춰 일정을 완료하십시오. 

문제 해결 계획에 따라 실행하기

클라이언트와 함께 다음 단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 

현실적인 이정표와 마감일을 설정하십시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시도하십시오  
 
 

첫째도 대화, 둘째도 대화, 셋째도 대화입니다

- 개발과 회의에 대해 여러개의 알림 설정 
-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시간 갖기  
- 필요한 인력과 자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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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

후속 조치는 클라이언트의 목소리를 경청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및 진행 중인 프로
세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하더라도 후
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업
체가 신경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
니다. 

후속 조치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0%   
업체가 자신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느끼고 해당 업체와 거래를 끊은 고객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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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를 
끊어야 하는 경우

02
클라이언트를 끊어야 하는 6가지 이유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접촉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대가 어떤 클라이
언트라도 함께 작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클라이언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
악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작업하면 감정적, 신체적, 정신적 소모가 발생하고 결국 일을 즐기
지 못하게 되어 다른 클라이언트와 진행 중인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
때로 방해가 되는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악의 클라이언트일 수 있습니다.

1. 타당하지 않은 요구를 합니다.

2. 공짜로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3. 대금 지급이 항상 늦습니다.

4.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5.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6.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합니다.

출처: Forbes:“클라이언트를 해고할 6가지 이유”

https://www.forbes.com/sites/allbusiness/2014/05/06/6-reasons-to-fire-a-client/#6b20ccc2c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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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거래 규모에 비해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클라이언트

이런 유형의 클라이언트는 대금은 제때 지
급하지만 여러분의 조언과 전문 지식에 반
하여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때문에 작업 결
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이
런 상황에 처한 경우, 정중하게 의견을 말
하고 클라이언트의 취향에 따라 작업을 마
친 후 현명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명심할 사항: 

전문가답게 행동하십시오. 

정중하되 직접적으로 말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첫째도 문서, 둘째도 문서, 셋째도 문서입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떻게 관계가 끝날지 알 수 있도록 언제 계약
을 종료할지 계획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가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회의 취소
와 같이 시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출처: Forbes:“클라이언트를 해고할 6가지 이유”

https://www.forbes.com/sites/allbusiness/2014/05/06/6-reasons-to-fire-a-client/#6b20ccc2c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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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1:  
첫째도 문서, 둘째도 문서,
셋째도 문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문서는 매우 중요합
니다. 갈등 해결 단계에서, 문서화를 하고 
있는 경우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기록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주요 초점은 개발, 유지 관리, 지식 
이전이지만, 프로젝트 진행 중 변경사항과 
고객에게 한 약속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어
야 합니다.

문서화 프로세스 도중 고려해야 할 사항:

사전에 설정한 예상 내용 

회의 때 약속한 내용 

가능한 경우 사진이 포함된 문서 

예제 제공 

성급하게 추정하지 않기(모든 고객에게 간단 명료하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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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  
실수와 실패에서 얻는 배움

실수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
만 실수를 가치있게 활용하려면, 먼저 실
수를 유익하고 중요하며 피할 수 없는 경
력의 일부라고 여겨야 합니다. 또한 열린 
가슴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실수를 받아들
여야 합니다.  

열린 마음가짐으로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면 가장 큰 실수라고 
여겼던 것이 나중에 가장 큰 성과로 이어
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초석입니다. 실패는 디딤돌 역할
을 할 뿐 아니라 과거로 통하는 문을 닫습니다. 
실패를 잊지는 말되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마십
시오. 실패로 인해 에너지, 시간, 공간 등 어떤 것
도 소모하지 마십시오.

— Johnny Ca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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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맞춤형 App 개발의 
첫 걸음입니다

제작

이제 맞춤형 App을 
제작할 차례입니다

배포

맞춤형 App을 팀과 
공유합니다

이 가이드를 참조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맞춤형 App을 제작하
고, 제작한 맞춤형 App을 팀에 배포해 보십시오.

Scott Howard의 전체 DevCon 연설 보기:

다음 단계

03 피해 최소화 전략: 최악의 고객을 상대하
게 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www.filemaker.com/kr/custom-apps/index.html#fm-video-common-business-challenges
https://www.youtube.com/watch?v=UlacYdGt7zs&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UlacYdGt7zs&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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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com 배우기 사이트에서 맞춤형 App 아카데미 교육 과정, 웹세미나, 디스커션, 동영상 
및 튜토리얼을 볼 수 있습니다. 
filemaker.com/kr/learning/

공식 FileMaker Community에서 다른 FileMaker 사용자와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동영상을 보거나 기술 보고서, 사용 방법에 관한 기사 및 백서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community.filemaker.com/

FileMaker.com 지원 사이트는 제품 설명서, 지식 베이스 기사, 구입 결정에 관한 도움 및 설치 가이
드를 제공합니다. 
filemaker.com/kr/support/

온라인 학습, 교육 및 커뮤니티리소스  
탐색하기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여 맞춤형 
App을 개발하는 과정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리소스를 사용해 보십시오.

http://www.filemaker.com/kr/learning/
https://community.filemaker.com/
http://www.filemaker.com/kr/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