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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왕이다. 서비스가 먼저다. 우리의 고객들은 우리의 손님들이다. 수많은 고객-서비스
슬로건들에 대해 아무리 알고 있다하더라도, 당신의 조직은 여전히 성공적인 슬로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직의 슬로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를
실현시키는가에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원칙들은 업무에 있어서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줄 것이다. 내부의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 호기심을 가져라. - 질문은 논의를 시작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마법이다. 사교모임에서 잘
갖추어진 질문 하나로 대화가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사실 질문이란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당신이 말을 하는 대신 잘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흥미로운 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당신이 달변가가 아니라면 사전에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어떤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해야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지면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시들을 활용해 보자. 당신의 의견은
어떤지…? 만약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
본다면 …? 당신의 관심을 끄는 일은 어떤…? 혹시 이런 경우는 없었는지…? 같은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해 본다면 그만큼 더 많은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고객 요구를 충족시켜라. - 연구에 따르면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을 때 아래와 같은 일들을
기대한다고 한다.

⚫ 시간 약속을 잘 지킬 것

⚫ 나의 말에 귀 기울여줄 것

⚫ 실수의 인정

⚫ 솔직하고 정직할 것

⚫ 집중할 것

이러한 것들이 당신 조직의 고객-서비스 규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가? 개선해야할 점들에 대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 중요한 고객 서비스 용어들을 익힌다. 고객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은 무엇일까? 
다음의 예시를 고려해보자. (혹은 자신만의 용어 리스트를 작성한다.) 

1. 예

2. 감사합니다.

3. 오셔서 반갑습니다.

4. 만족하는지요?

이러한 내용을 조직의 팀원들에게 알린다. 재미 삼아, 4번 이후의 5부터 8번까지의 추가적인
용어 리스트 콘테스트를 열어보자. 마감일을 정하고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최고 용어 리스트를
뽑아보자. 당신이 결정하기 보다는 구성원들 중에 심사위원들을 따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용어”의 우승자를 선정하고 전략적 위치에 이를 공지하여 모든 직원들이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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