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웹사이트 내 자주 묻는 질문(FAQ)을 확인하시거나 아래 지원 포털을 통해 튜터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http://gamelearn.zendesk.com/

2100 가이드북



01.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2100은 고객 서비스와 고객 응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강 코스입니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응대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모든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이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고객 응대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2100은 긍정적 태도, 

경청 능력, 그리고 다른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지를 

강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웹사이트 내 자주 묻는 질문(FAQ)을 확인하시거나 아래 지원 포털을 통해 튜터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http://gamelearn.zendesk.com/



En 2100 puedes llegar a la cima con tu 
compañía

Aceptar

02. 게임 플레이 가이드

게임의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이 지침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0은 게임 시작과 함께 프로그램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튜토리얼이 실행됩니다. 

먼저 당신은 자신의 회사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확장하여 훌륭한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객을 상대하는 방법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들에 대해 배우며, 

고객을 경청하는 법, 고객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법, 시장의 압력들에 대해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당신 회사의 상품에 대해 완벽히 알고 있는 숙련된 경영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직원부터 시작해서 관리자, 경영진에까지 도달하게 되며 추후에는 회사의 회장직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에게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지침과 다양한 도구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당신은 광고 캠페인을 집행할 수 있고 직원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개의 대륙을 

대상으로 신규 시장 개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개인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2100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동료들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동료들의 순위와 점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각각의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가상의 수익과 

집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웹사이트 내 자주 묻는 질문(FAQ)을 확인하시거나 아래 지원 포털을 통해 튜터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http://gamelearn.zendesk.com/

2100에서 당신은 당신의 회사와 정상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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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메인 버튼 설명

화면의 각 아이콘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야 합니다.  

화면 상단

01. 수입: 개인과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나타냅니다.

02. 메뉴: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 세 개 모양의 메뉴입니다. 메인 메뉴를 띄워 설정, 공유 및 

로그아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탭에서는 언어 변경, 알림 설정, 음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03. 도움말 [?]: 화면 하단 왼쪽에서 도움말과 자주 묻는 질문(FAQ)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신의 

튜터나 지원 팀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04. 위치 아이콘: 사무실, 집 또는 상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조 메뉴를 표시합니다.

05. 모바일 아이콘: 보조 메뉴를 표시하여 강의, 랭킹, 2100 내 SNS 및 다음 턴으로 넘어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턴으로 넘어가는 즉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화된 피드백과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04. 고객 응대 시뮬레이터

사무실, 집, 상점 세 공간에서 당신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집에서

문: 메뉴를 띄워 정원, 침실, 주방, 거실, 차고 등 다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원 교육: 사무실에서는 투자 메뉴를 열어 교육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진행 상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 해결하기: 대기 중인 상황이나 응대를 받고자 기다리는 고객이 있을 경우, "상황" 패널을 클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TipAdvisor: "T" 패널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확인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 지도를 클릭하면 전 세계의 사무소를 관리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 정보: 재무 정보 패널을 통해 광고에 대한 투자를 제어하거나 새로운 캠페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가방: 가상 상점에서는 집에 들일 물건이나 동료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숫자 값은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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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실습을 위한 26 가지 '실제' 상황들

2100에서는 당신의 실습을 위한 26가지의 '실제' 상황을 제공합니다. 

해당 코스는 8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 1과정: 저는 고객입니다.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팁. 적극적인 태도의 중요성

제 2과정: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부적절한 고객 응대 상황. 공감대 형성과 신뢰 구축 전략

제 3과정: 제 말을 경청해주세요. 

              고객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 능동적인 청취를 하기 위한 방법

제 4과정: "NO"라고 말하지 마세요. 

              맞춤 고객 솔루션 제안. 의사소통 능력 개발

제 5과정: 기대 이상을 보여주세요. 

              고객 응대, 문제 해결 및 고객을 도울 수 있는 팁. 최고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

제 6과정: 제가 만약 화를 낸다면... 

              분쟁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침착성을 유지하며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기술

제 7과정: 제품에 대해 꿰뚫고 있으세요. 

              사업 감각(Business Acumen). 제품 전문가가 되는 팁

제 8과정: 긍정적인 사람이 되세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


